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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재발 및 사망 비교

연구 배경 및 목적

  뇌졸중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뇌혈관의 폐쇄(뇌경색, 뇌 허혈), 뇌혈관의 

파열(뇌출혈)로 인한 국소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

속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뇌졸중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이 

흔한 질환이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동반질환에 따른 뇌졸중 위험 증가, 건

강보험비용의 증가, 발병 이후 후유장애 발생 등과 같은 위험성 때문에 뇌졸중 발병 

전 사전 예방인 1차 예방뿐만 아니라 뇌경색 발병 이후의 2차 예방 또한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러한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에 대한 여러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경쟁 위험분

석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을 경쟁위험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로 뇌졸중으로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경쟁위험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입원이 뇌경색 일 때, 관심변수는 뇌경색의 재발 및 사망이고 경쟁위험으로 뇌출

혈과 타 질환 재발 및 사망이다. 첫 입원이 뇌출혈일 때, 관심변수는 뇌출혈의 재발 

또는 사망이고, 경쟁위험으로 뇌경색과 타 질환 재발 및 사망이다. 

 모든 변수는 범주형으로 성별, 연령 40세 이상, 소득분위, CCI index, 뇌졸중 전 후 

1년 동안 고혈압, 당뇨 진단유무, 장애 중증도를 활용하였다. 

 랜드마크 개념을 이용하여 뇌졸중 첫 입원 전 후 1년 동안 뇌졸중으로 입원, 외래진

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경쟁위험분석으로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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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첫 째, 경쟁위험분석결과 관심변수가 뇌경색 재발인 경우, 뇌출혈 또는 타 질환의 

재발에 비해 성별에서는 남자, 소득분위는 0-2분위, 장애중증 정도가 2단계 상승할 

때 뇌경색 재발위험이 높았다. 특히 연령에서는 40대 대비 70대의 경우 6.8배, 80대 

이상의 경우 약 8.1배 뇌경색의 재발위험이 높았다.

 둘 째, 관심변수가 뇌출혈 재발일 때, 뇌경색 또는 타 질환의 재발에 비해 남자대비 

여자에서 2.3배, 장애 중증도가 2단계 상승한 경우 2.9배로 뇌출혈의 재발 위험이 높

았다. 

 셋 째, 관심변수가 뇌경색 사망일 때,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사망대비 연령에서는 

40~50대 대비 60대가 약 3.7배, 70대가 약 10배, 80대 이상에서 약 14배 뇌경색 사망

위험이 높았다. CCI index의 경우 1점과 3점 이상에서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다. 장

애 중증도의 경우 정상에서 중증이 되는 경우 약 3.5배로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다.  

 넷 째, 관심변수가 뇌출혈 사망의 경우, 연령에서 40~50대 대비 60대는 약 1.1배, 

70대 약 6배, 80대 이상에서 10배 정도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사망대비 뇌출혈의 사망

위험이 높았다. 

 경쟁위험 분석에는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이용하였고 뇌출혈 재발을 제외하고 두 모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를 이용하여 뇌경색의 재발에 관하여 랜드

마크 개념을 활용한 경쟁위험분석을 시행하였다. 

 관심변수가 뇌경색의 경우 성별, 연령, 소득수준, CCI Index, 장애 중증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심변수가 뇌출혈의 경우 성별, 연령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병 진료유무의 경우는 뇌경색, 뇌출혈 재

발, 사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뇌졸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임상적으로 의

미 있는 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뇌졸중 연구에 적절한 landmark time을 설정하고 

경쟁위험분석을 이용한 후속 연구도 진행되길 기대한다.  


핵심어: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 장애중증도, 경쟁위험, 표본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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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연구배경 

  세계보건기구(WHO)는 뇌졸중을 뇌혈관의 폐쇄(뇌경색, 뇌 허혈), 뇌혈관의 파열(뇌

출혈)로 인한 국소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로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약 44명이 뇌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1위 : 암 10만 명 당 154명, 2위 심장질환 : 10만 명 당 60

명)(통계청,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뇌졸중 급성기 치료 및 뇌졸중 위험인자 조절 

향상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1세기 들어 10년 동안 약 28.3% 감소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뇌졸중은 주요 사망원인이다. 또한 단일 장기질환 사망 원

인 1위로 우리나라의 뇌졸중 사망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높다(뇌졸중임상연구센

터,2013).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뇌졸중의 유병인구가 증가하고, 뇌졸중 발생 

연령층이 점차 낮아져 55세 이후 매 10년마다 뇌졸중 위험이 두 배로 증가했다

(Johnson et al., 2016 : Rosenberg CH, Popelka GM., 2000). 

 기존 연구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고혈

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다. 고혈압은 뇌경색을 경험한 환자의 50% 이상이 앓고 

있고, 당뇨병은 뇌출혈 보다는 뇌경색에서 더 큰 위험을 보인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료율에 비해 조절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의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

이다. 그러나 뇌졸중 치료 후 퇴원한 환자의 2차 예방을 위한 의료의용 행태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중 80.1%가 6개월 이내에 2차 예방치료를 포기한다고 한다(유경호 

등,2006 ; 이지성 등, 2010 ; 석승한, 1999). 

 뇌졸중은 그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허혈성 증상이 일시적으로 증상 발현 후 응

급실 도착까지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9.5%로 낮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질병관리본부,2016).   

 또한 뇌졸중은 재발률이 높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

키는 장애율도 높다(Kim JS, 2014),(고임석 등 1999). 

 이처럼 뇌졸중은 높은 위험성을 갖는 질환으로 잦은 재발뿐만 아니라 후유 장애로 

인해 간단한 일생생활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의 보건학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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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뇌졸중 재발과 관련한 연구는 뇌졸중의 기간별 사망비교(임지혜, 2011),   

정부(2004)의 뇌경색 재발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분석, 신대수 등(2005)의 재발된 뇌졸

중의 중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등으로 주로 단순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한 분석방

법이었다. 

 그러나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을 높이는데 환자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

라, 뇌졸중의 치료제인 항 혈전제와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이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에 상호 연관이 있다. 또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해 뇌졸중 이외의 질환이 

발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서로 유

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쟁위험을 고려하

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 analysis)을 이용한 연구로, 이지성 등(2010)의 

뇌졸중 발생 예측모형 개발과, 뇌졸중 이후 치매와 사망에 관한 경쟁위험 분석(Kim 

JH et al, 2018)에 관한 연구 등이 있지만, 뇌졸중 발생 후 재발 또는 사망 시 뇌경

색, 뇌출혈, 타 질환 간의 경쟁위험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 

analysis)을 이용한 뇌경색과 뇌출혈 재발 및 사망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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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목적

  뇌졸중 재발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고, 뇌졸중 환

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 연구에 보건학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가설설정 : 뇌졸중 발생 후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가 잘 안될수록, 동반질환 지수가  

           높을수록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이 높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행태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 째, 뇌졸중 재발, 뇌졸중 사망, 뇌졸중 재발 및 사망 정도를 파악한다.

셋 째, Cause-specific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뇌경색으로 첫 입원 이후 뇌경색 재  

       발 및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한다.

       Cause-specific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뇌출혈로 첫 입원 이후 뇌출혈 재발  

       및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한다.    

넷 째,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뇌경색으로 첫 입원 이후 뇌경색   

       재발 및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한다.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뇌출혈로 첫 입원 이후 뇌출혈 재  

        발 및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한다.    

 



- 4 -

Ⅱ. 선행연구의 고찰

1. 뇌졸중의 개념 

 1) 뇌졸중의 정의

  뇌졸중이란 “뇌혈관 장애 (뇌혈관의 폐쇄: 뇌 허혈, 뇌경색, 뇌혈관의 파열: 뇌출

혈)로 인하여 갑자기 국소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

속하는 경우라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의하고 있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받지 못해 뇌세포가 죽게 

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 피가 흐르고, 고여 뇌 손상이 오는 뇌출혈로 나뉜다.

 과거 20-30년 전만해도 국내는 뇌출혈의 발생 비율이 높았고, 백인의 경우 뇌경색, 

아시아인의 경우 뇌출혈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됐다(Lee BC et al., 1989 ; Lee 

HK et al., 1991). 

 그러나 뇌경색이 74.2%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뇌경

색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경호 등(2006) 연구에서도 전체 뇌졸중의 

89.6%가 뇌경색 환자로 뇌출혈 환자 5.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

다(Jerntorp P, Berglund 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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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뇌졸중의 종류 및 발생 위치 

뇌경색

뇌 혈전증
동맥경화증이 생겨 손상된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서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

뇌 색전증

심장 또는 목의 큰 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나

가 혈류를 타고 흘러가 멀리 떨어진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경우

열공성 뇌경색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출혈

뇌 내출혈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경

우

거미막 밑 출혈
동맥류가 터지면서 뇌를 싸고 있는 거미막 밑에 피

가 고이는 경우

일과성 뇌 허혈발작

심하게 좁아진 뇌혈관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다가 다

시 흐르거나 뇌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으로 잠시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수분에서 

수 시간 내에 곧 좋아지는 경우

 (자료출처 : 뇌졸중 학회)

표 2.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뇌졸중의 질병분류

ICD-10 ICD-10 명칭 

뇌출혈

I60 지주막하출혈

I61 뇌 내출혈

I62 기타 비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 I63 뇌경색증

기타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자료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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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 

  국내 뇌졸중 전체 진료인원 약 54만 명 중 뇌경색 진료인원 44만 명, 뇌출혈 진료

인원 8만 6천명으로 뇌경색 진료 인원이 뇌출혈 진료 인원보다 5.1배 많다(질병관리

본부, 2018). 

 2015년 기준 뇌졸중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약 4명은 6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이었고, 70대, 60대, 80대 이상 순으로 진료

경험이 많았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77.8%를 차지했다(국민건강보

험공단,2017). 

 또한 과거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던 뇌졸중 첫 발생 평균연령이 2007년 65.7세에서 

2014년 37.2세로 발생연령이 낮아졌다(통계청, 2016).

  

    

그림 1.　뇌졸중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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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뇌졸중 인구 10만 명 당 연령대별 진료인원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National Stroke Association(NSA)에 따르면 뇌졸중을 겪은 환자의 87%는 뇌경색이

다. 뇌경색 발생 후 뇌경색의 재발은 93.1%로 매우 높고, 재발 환자의 약 75%가 항  

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에서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위험인자

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고, 혈전 용해술 후 증상성 뇌출혈이 발생하

는 경우 30일 이내 사망률이 약 60%로 매우 높았다(정원영 등 1989 ; 석승한, 1999 ; 

고영채 등 2009 ; 황선일 등, 2011 ; 유지욱 등 2013 ; Sloan MA et al., 1998 ; 

Brott T et al., 1998 ; Diringer MN et al., 2010).  

 국내의 뇌졸중의 재발률은 서구에 비해 높고, 이에 따른 사망과 장애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뇌졸중 발병 재발률이 한 달 이내 1-4%, 1년 이내 5-25%, 5년 이내 

20-40%라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년 후 재발률이 

5.5%, 3년 후 재발률이 10%로 보고되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졸중 재발연

령은 평균 62.7세로 6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일차 발병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1개

월에서 최대 11년까지로 보고된다. 뇌출혈의 재발은 연간 2.1-2.8%이며, 뇌출혈 재발

의 위험인자로 고령, 엽상출혈, 불량한 혈압 조절, 뇌경색의 병력 등이 있다(Arakawa 

S et al., 1998 ; National Stroke Association. 2009 ; 신대수 등, 2005 ; Vermeer 

SE et al., 2002 ; Hill M et al ., 2000 ; Bae H et al., 1999 ; Bailey RD et al., 

2001 ; Passero S et al., 1995 ). 

 또한 뇌졸중의 후유장애로 반신마비가 55-75%가 발생하며, 이외에도 언어장애, 운동

실조, 시력장애, 연하장애, 치매 등을 겪는다. 국립재활원(2017)자료에 의하면, 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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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애의 원인으로 뇌졸중이 69.5%로 가장 높았다. 뇌졸중이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

하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뇌졸중 장애를 겪는 환자가 증가했다(Jorgensen HS et 

al., 1995 ; 보건복지부 2014). 

 2017년 통계청 사망원인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은 인구 10만 명 당 44.4명이며 사망원

인 3위에 이르는 질환이다. 10년 전에 비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소 줄기

는 했지만 여전히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높다(통계청, 2017). 

표 3. 병변 장애의 주된 진단명(연령별) 

 (자료출처 : 국립재활원, 2017)

그림 3.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료출처 :통계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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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뇌졸중 위험인자 – 고혈압, 당뇨병

  식습관의 서구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의 발생 및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성인병의 발생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의 발생이 증가했다(뇌졸중 임상연구센터, 

2015).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의 과거력을 조사한 연구에서 고혈압이 765건(83.1%), 당뇨 

282건(30.6%), 심장질환 76건(8.3%), 폐질환 33건(3.6%), 신장질환 13건 (1.4%)이었

다(김희정, 김옥수, 2013 ; 하태욱 2008 ; Lee SH et al., 2007). 

 고혈압은 뇌경색을 경험한 환자의 50%이상이 갖고 있고, 당뇨는 뇌출혈 보다는 뇌경

색에서 더 큰 위험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뇌줄중을 겪은 환자에서 고혈압 유병자 중 뇌졸중 치료율은 62.3%이고, 이 중 45.7%

만이 고혈압이 조절됐다. 또한 당뇨병 유병자 중 뇌졸중 치료율은 70%수준이나 당화 

혈색소가 6.5%이하인 경우 치료율은 30% 미만으로 당뇨 합병증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

에 뇌졸중 재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인자이다(이지성 등 2010 ;이인희 등 2010 ; 

유경호 등 2006). 

 또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뇌졸중의 재발에 있어서 2차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뇌졸중 치료 후 퇴원한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연구에서 연구대상의 80.1%가 6개월 이

내에 2차 예방 치료를 포기했다. 이들의 치료는 주로 한의원(69.2%), 임의치료

(16.5%), 약국(15.7%)에서 이루어 졌고, 일부는 전혀 치료를 하지 않았다. 고임석 등

(1999)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2차 예방에 소홀히 하는 이유로 뇌졸중 2차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 경제적 부담, 병원이용의 번거로움 등을 꼽았다(유경호 등, 

2006 ; 이지성 등, 2010 ; 석승한, 1999). 

 그러나 뇌졸중은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

졸중 발병의 80%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한 위험

요인 관리가 핵심이다(Caroline J et al., 2016 ; 김희정, 김옥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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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뇌졸중 위험인자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

 -나이(Age) 

 -성(Sex) 

 -출생시 저체중(Low birth weight) 

 -유전적요인(Genetic factor)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고혈압(Hypertension) 

 -당뇨병(Diabetes)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기타심장질환(Other cardiac conditions)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무증상경동맥협착(Asymptomatic carotid stenosis) 

 -폐경후호르몬치료(Postmenopausal hormonal therapy) 

 -식이와영양(Diet and nutrition)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비만(Obesity) 

 -흡연(Smoking) 

조절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인자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음주(Alcohol) 

 -약물남용(Drug abuse) 

 -경구용피임제(Oral contraceptive) 

 -수면중호흡장애(Sleep-disordered breathing) 

 -편두통(Migraine) 

 -고호모시스틴혈증(Hyperhomocysteinemia) 

 -과다응고증(Hypercoagulability) 

 -염증(Inflammation) 

 -감염증(Infection) 

 -무증상 열공 성병변 및 백색질변성(Asymptomatic lacune or white     matter change) 

(자료출처 :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뇌졸중 진료지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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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질환지수 (CCI : Charlson Comorbidity Index)

   

  동반질환(Comorbidity)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중 주 진단 질환이 아닌 나머지 

질환을 뜻하며, 병증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주 진단 질환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으며, 환자에 따라 여러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Charlson 등은 1984년 1개월 동안 뉴욕병원에 입원한 604명 환자의 의무기록을 토대

로 1년 사망을 예측하는 19개 질환을 선정하여, 각 질환별 상대 위험도를 근거로 1, 

2, 3, 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이 가중치의 합을 CCI index라고 했다(Charlson 

ME, Pompei P, Ales KL, MacKenzie CR., 1987 ; Charlson ME, Szatrowski TP, 

Peterson J, Gold J.,1994). 

 CCI index는 동반질환의 중증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정자료를 자료원으로 

하는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이며, Charlson방법 외에도 동반상병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동방상병의 위험요

인보정은 의료결과 평가의 효과 측정 전에 이와 관련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주

로 사용된다(Elixhause A, Steiner C, Harris DR, Coffey RM.,1998 ; Des Harnais et 

al., 1997). 

 동반질환 보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Charlson 동반질환은 의무기록 자료를 토

대로 개발된 것으로 진단명이 ICD-9-CM(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Revison, Clinical Modification) 또는 ICD-10(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Revison)으로 분류된 자료에 적용된다.            

 Sundararajan 등(2004)은 호주의 인구기반 병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Deyo의 ICD-9- 

CD를 ICD-10으로 코드를 보완하였고, QUAN등(2005)은 Deyo와 Elixhauser ICD-9-CM의 

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김경훈,2010)     

 Sundararajan 등(2004)의 연구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Charlson동반질환의 ICD-10 

알고리즘 비교결과, Quan 알고리즘이 병원 내 사망 예측력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

한 뇌혈관 질환의 경우 동반상병 보정 알고리즘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크고, Quan 

알고리즘이 다른 동반상병 보정방법에 비해 많은 코드가 정의되어 있어 동반질환을 

관찰할 기회가 증가되어 결과의 설명력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뇌졸중 연구에 있어서 동반상병 보정은 연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질

병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반질환에 가중치를 부여한 CCI index를 사용해왔다. 

 Goldstein등 (2004)의 연구에서 동반질환지수가 허혈성 뇌졸중 연구에 사용하기 위

한 Comobidity의 척도로 Charlson지수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Bushnell CD et al., 

2008). 



- 12 -

 CCI index와 뇌경색, 뇌출혈 발생 후 6개월 사망에 관한 연구에서 CCI index가 높은 

군에서 6개월 내 사망환자가 더 많았다. CCI code알고리즘에 따른 Charlson 동반질환 

유병률 비교에서 Quan’s 알고리즘을 이용한 뇌혈관계 질환 유병률을 관찰한 결과 다

른 알고리즘에 비해 동반질환 유병률이 높았고, 동반질환의 ICD-10알고리즘 비교 결

과에서도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Quan’s 알고리즘이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김경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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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harlson 동반질환과 가중치(자료출처 : Quan et al, 2005 )

Quan‘s code weight
AIDS/HIV B20.x-B22.x B24.x 6

Cerebrovascular disease I69.x, G45.x, G46.x, H34.0, I60.x-I68.x 1

Congestive heart 

failure

I50.x,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P29.0
1

Chronic pulmonary 

disease

J41.x-J47.x, J60.x-J66.x,I27.8, I27.9, J40.x, J67.x, 

J68.4, J70.1, J70.3,F03.x, 
1

Dementia F00.x-F02.x,F05.1, G30.x, G31.1 1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E10.1, E10.9, E11.1 E11.9, E13.1, E13.9, E14.1, E14.9, 

E10.0, E10.6, E10.8, E11.0, E11.6, E11.8,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6, E13.8, E14.0, E14.6, 

E14.8

1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E10.2-E10.4, E11.2-E11.4, E13.2-E13.4, E14.2-E14.4, 

E10.5, E10.7, E11.5, E11.7, E12.2-E12.5, E12.7, E13.5, 

E13.7, E14.5, E14.7

2

Hemiplegia or 

paraplegia

G81.x, G82.0-G82.2,G04.1, G11.4, G80.1, G80.2, 

G82.3-G82.5, G83.0-G83.4, G83.9
2

Mild liver disease
K70.3, K71.7, K73.x, K74.3-K74.6, B18.x, K70.0-K70.2, 

K70.9, K71.3-K71.5, K74.0-K74.2,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1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K72.1, K72.9, K76.6, K76.7,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6.5
1

Any malignancy, 

including leukemia and 

lymphoma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3, C88.7, C88.9, C90.0, 

C90.1, C91.x-C93.x, C94.0-C94.3, C94.5, C94.7, C95.x, 

C96.x,C43.x, C88.0-C88.2, C90.2, C94.4, C97.x

2

Metastatic solid tumor C77.x-C79.x, C80.x 6

Myocardial infection I25.2, I21.x, I22.x 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1.x, I73.9, Z95.8, Z95.9, I70.x, I73.1, I73.8,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1

Peptic ulcer disease
K25.4-K25.7, K26.4-K26.7, K27.4-K27.7, 

K28.4-K28.7,K25.0-K25.3,K25.9, K26.0K26.3, K26.9, 

K27.0-K27.3, K27.9, K28.0-K28.3, K28.9

1

Rheumatologic disease
M05.x, M06.0, M32.x, M33.2, M34.x, M35.3,M06.0-M06.4, 

M06.8, M06.9, M31.5, M33.0, M33.1, M33.9, M35.1, M36.0
1

Renal disease
N18.x,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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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 model)  

  

  생존분석은 한 시점부터 특정사건(event)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time)에 대한 분

석이다. 일반적인 생존분석은 사건의 발생 유무와 같이 두 군에 대해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Cox 비례위험모형이나 로그 순위검정모형을 주로 사용한다(하성준 2016 ; 

Junyoung IN, Dong Kyu Lee,2018).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관심사건 이외에 여러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보건학의 경우 사건들이 서로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경쟁위험모형은 다 상태 모형으로써 사건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특정 원인으로 

사건이 발생 된 경우 각 원인별 위험함수를 구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연

구의 관심사건 외의 사건들을 경쟁위험이라고 한다(김양진, 2012). 

 본 연구를 예를 들면, 뇌경색으로 첫 입원한 환자 중 뇌경색의 재발이 관심사건인 

경우, 환자들은 뇌경색 외에도 뇌출혈 또는 암,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타 질환을 경

험할 수 있다. 이 때 각 사건은 독립사건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동반질환과 같은 위

험인자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 4. 여러 개의 원인을 갖는 경쟁위험 모형

  경쟁위험분석에서 위험 집합(risk set)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위험집

합이란 한 시점까지 실패 또는 중도절단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써 추후에 위험에 노

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의 집합을 뜻한다(Mijeong Kim, 2016 ).

 경쟁위험이 존재하는 생존자료에 주로 이용하는 모형은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이 있다.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은 Cox비례 위험

모형에 근거한 모형으로 위험집합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뇌경색 발생

관심변수 뇌경색 재발

경쟁위험
뇌출혈 재발

타 질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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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use-specific hazard model 

  Cause-specific hazard model은 관심사건 외의 요인인 경쟁위험(Competing risk)에 

대해서도 각각 Cox-hazard regression model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뇌경색의 재발을 가정해보자. 뇌경색을 이미 경험한 사람 중에 뇌경색의 재발을 경

험한 사람, 뇌출혈 또는 타 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면, 뇌경색의 재발을 원인 1, 

뇌출혈 또는 타 질환의 발생은 원인 2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뇌출혈 또는 타 

질환의 발생은 뇌경색의 경쟁위험이라고 한다. 이때 이미 원인 1이 아닌, 다른 위험

이 있다면 이들은 중도 절단된 것과 같이 취급한다(Mijeong Kim, 2016 ; Prentice, R 

L et al., 1978).

2)Subdistribution hazard model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은 관심사건 외의 다른 사건들도 위험집합에 포함시

키는 방법으로 모 형태는 case-specific hazard와 동일하지만 위험집합을 정의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Cause-specific hazard model은 경쟁사건을 중도사건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은 경쟁사건을 경험한 대상에 대한 적절한 가중치를 부

여하여 위험그룹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Fine, J. P. and Gray, R. J.,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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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 연구모형

 뇌졸중 최초 입원환자에서 뇌졸중의 재발 및 사망에 따른 생존시간 및 경쟁위험분석

을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Wash out을 위해 2004년 이전 2년 동안 뇌경색 또는 뇌출혈 의사진단 및 입원 경험

이 있는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격 DB에는 성별, 연령, 소득분위, 사망 원인 및 사망 년 월을 사용하였고, 진료 

DB의 상병내역을 이용하여 재발 시 상병, CCI Index를 산출하였다.

 뇌경색으로 입원한 경우 관심변수는 뇌경색 재발 및 사망이며, 뇌출혈과 타 질환의 

경우 경쟁위험이 된다. 뇌출혈로 입원한 경우 관심변수는 뇌출혈 재발 및 사망이며, 

뇌경색과 타 질환의 경우 경쟁위험이 된다. 

 분석에는 경쟁위험모델인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추가적으로 랜드마크방법(landmark method)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이는 생존

분석의 한계점으로 생기는 길이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로 고정된 시점 

landmark time을 설정함으로써 그룹간의 생존함수가 비교가능하다(Suissa S, 2008).  

 랜드마크방법으로 뇌경색 또는 뇌출혈 첫 발병 1년 전과 후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대상자로 추출 하였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유무에 따른 위험을 보기위해, 뇌경색 및 뇌출혈 발병 전 

후 1년 동안 의사진단유무를 분석에 추가하였다.

                                                                         

  그림 5 . 랜드마크 개념 및 연구모형 

뇌졸중 첫 입원

발병 1년 이후 

뇌경색 또는 뇌출혈

재발 및 사망

wash out기간

2004년 이전 

뇌경색, 뇌출혈 

의사진단 받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

첫 발병 전 후 1년 뇌경색, 뇌출혈 

재 입원 또는 사망시 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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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령, 성별, 자격, 소득분위 수준 조합에 따라 1,476개의 

층화 비례배분 표본수를 계통 추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2002

년 46,605,433명 기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100만 표본코호트를 2002년부

터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하였

다. 표본코호트의 자격 DB에서 성, 연령대, 소득분위, 사망 년 월, 사망원인, 장애 

중증도를 이용하였다. 

 진료DB(20T)의 요양개시일과 외래, 입원변수를 이용하여 뇌졸중 첫 입원과 재발 및 

사망에 따른 날짜를 산출하였다. 대상자는 2004년 이전 뇌졸중 입원, 외래 경험이 없

으면서, 첫 뇌졸중 발병 후 1년 이내 재발 또는 사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망 년 월은 사망이 월 까지만 기록되는 한계점으로 인해 모두 해당 월의 ‘15

일’로 맞추어 분석하였다.

 소득분위의 경우 세대단위 보험료 부과에 따른 소득분위를 참고하여 의료급여 0분위

를 포함하여 총 11개 분위를 5개의 그룹(0-2분위, 3-4분위, 5-6분의, 7-8분위, 9-10

분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상병과 부상병을 이용하여 고혈압, 당뇨병 의사진단 유무 및 CCI index를 산출하

였다. 이 때, 랜드마크방법의 개념을 이용하여 뇌경색 첫 입원 전 후 1년 동안의 고

혈압, 당뇨병 진료유무를 산출하였고, 뇌졸중 첫 입원 이전 1년 동안의 진료상병으로 

동반상병인 CCI index를 산출하였다 

 장애 중증도는 뇌졸중 전, 후 변동 없음(1), 뇌졸중 후 정상에서 경증 또는 경증에

서 중증으로 장애등급 1단계 상승(2), 뇌졸중 후 정상에서 중증으로 장애등급 2단계 

상승(3)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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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격 대상자로 2013년까지 추적 관찰된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04년 이전 뇌졸중 진단을 받지 않았다. 또한 뇌졸

중 첫 입원 이전 1년 동안 뇌졸중으로 입원 또는 외래경력이 없으면서 첫 입원 이후 

1년 이내 재발로 입원 또는 사망하지 않은 40세 이상 뇌졸중질환자 10,372 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림 6. 연구대상자 선정

2002년 ~ 2013년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Exclusion 2

Baseline 연령 40세 미만 

 6,784,784 명

최종 연구대상

2002년 ~ 2013년

40세 이상 뇌경색 또는 

뇌출혈 입원환자  

10,372명 

Exclusion 1

2004년 이전 뇌경색, 뇌출혈 의

사 진단 받은 환자 

14,497 명

Exclusion 3

뇌경색, 뇌출혈 입원 이후 

1년 이내 뇌경색, 뇌출혈로 

재발 또는 사망한 자

9,82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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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 개인수준 변수로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격DB의 성별, 연령, 소득분

위, 사망 년 월, 사망원인, 장애 중증도를 이용하였다. 

 진료 DB의 주상병과 부상병을 이용하여 고혈압, 당뇨병, CCI index를 산출하였다. 

종속변수는 뇌경색으로 첫 입원 시, 관심변수는 뇌경색의 재발 및 사망이다. 

뇌출혈로 첫 입원 시, 관심변수는 뇌출혈의 재발 및 사망이다.   

자세한 연구변수는 아래와 같다.

표 6. 연구 변수

분석차원 범주 내 용

독

립

변

수

개

인

수

준 

변

수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성, 여성

연령그룹
40세 이상

(5세 단위 범주형)

소득 분위

건강보험료(의료급여 포함) 

11분위를 5분위로 분류 

1분위 (0~2 분위)

2분위 (3,4 분위)

3분위 (5,6 분위)

4분위 (7,8 분위)

5분위 (9,10 분위)

건강

행태적 요인

CCI index 0점, 1점, 2점, 3점 이상

고혈압
뇌졸중 발병 전 : 유/무

뇌졸중 발병 후 : 유/무

당뇨병
뇌졸중 발병 전 : 유/무

뇌졸중 발병 후 : 유/무

장애 중증도

뇌졸중 후 장애 중증 동일  : 변화 없음

뇌졸중 후 1단계 상승: 정상->경증, 경증->중증

뇌졸중 후 2단계 상승: 정상 -> 경증

종 속 변 수 생존시간

1.첫 입원 : 뇌경색
 -> 뇌경색 재발 및 사망까지 걸린 기간

2.첫 입원 : 뇌출혈
 -> 뇌출혈 재발 및 사망까지 걸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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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로 랜드마크 개념을 이용

하여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으로 입원 1년 전, 후로 뇌졸중 입원, 외래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 관심변수가 뇌경색일 때, 뇌경색 입원 1년 후 뇌출혈 또는 타 질환으로 

입원 또는 사망의 경우는 경쟁위험으로 처리되었다.

 주 관심변수가 뇌출혈일 때, 뇌출혈로 입원 1년 후 뇌경색 또는 타 질환으로 입원 

또는 사망한 경우는 경쟁위험으로 처리되었다. 

 첫 입원 이후 재입원이 없거나, 사망하지 않은 생존자는 중도절단으로 고려되었다.

 첫 입원상병이 뇌경색인 경우, 주 관심변수는 뇌경색 재발, 뇌경색 사망, 뇌경색 재

발 및 사망이다. 

 첫 입원상병이 뇌출혈의 경우, 주 관심변수는 뇌출혈 재발, 뇌출혈 사망, 뇌출혈 재

발 및 사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뇌졸중 입원 1년 전, 후 고혈압과 당뇨병 의사 진단 유무를 산출하였다. 

 CCI index는 뇌졸중 입원 이전 1년 동안의 상병을 추출하여 동반질환에 가중치를 주

어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9.4에서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각각의 PHREG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2개의 경쟁 위험 분석방법을 비교하

였고, 통계 검정의 유의수준은 .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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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 및 센서링 데이터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의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0세 이

상 연령에서, 2004년 이전 뇌졸중으로 입원, 외래 경험이 없는 자 중 뇌졸중 상병으

로 첫 입원하고 1년 이후 뇌졸중 또는 타 질환 재발로 입원 또는 사망한 자를 대상으

로 한다. 

 추적 기간 중 발생 한 첫 입원상병이 뇌경색인 경우는 8,197명이고, 첫 입원상병이 

뇌출혈인 경우는 2,175명이다. 

 뇌경색 첫 입원 후 뇌출혈이 발병하는 경우와 뇌출혈 첫 입원 시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는 본 연구에서 한 건도 없었다. 

 사망의 경우 뇌경색 첫 입원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41건이었다. 

 뇌출혈 첫 입원 후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2건 이었다. 

표 7. 연구대상 및 센서링 데이터 수 (명)  

구  분 관심변수 인원

중도 절단 (명)

뇌출혈 재발 

또는 사망 

타질환 

재발 또는 

사망

센서링

첫

입

원

시

상

병

뇌경색

(8,197)

뇌경색 재발 330 0 1,850 1,687

뇌경색 사망 144 41 481 3,345

뇌출혈

(2,175)

관심변수 인원

중도 절단 (명)

뇌경색 재발 

또는 사망 

타질환 

재발 또는 

사망

센서링

뇌출혈 재발 69 0 356 399

뇌출혈 사망 24 2 61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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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변수의 일반적 특성 

(1)관심변수 :  뇌경색( n:8,197 )

       

  관심변수가 뇌경색 재발일 때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는 없었다. 관심변수가 뇌경색 

사망인 경우, 뇌경색 사망은 8.57%(55명), 뇌출혈 사망은 0.62%(4명), 타 질환으로의 

사망은 90.81%(583명)이었다. 

성별에서 남자가 50.20%(4.115명)으로 여자보다 약 0.3% 많았다.        

연령에서 40대(6.94%)에서 70대(33.94%)까지 뇌경색 첫 입원율이 증가하였다가, 80대

(17.90%)에서는 하락하였다.

 소득분위는 2분위수 21.72%에서 7-8분위(19.03%)까지 약간 하락하였다가, 9-10분위

에서 31.47%로 상승하였다.

 CCI index는 동반질환이 없는 0점이 43.16%로 가장 많았고, 3점(14.59%)이 가장 낮

았다.  

 고혈압의 경우 뇌경색 발병 전 후 고혈압 없는 경우가 27.68%, 뇌경색 발병 후 

25.77%, 전-후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38.79%였고, 뇌경색 발병 전에는 고혈압이 진료

를 받았으나 뇌졸중 발병 후 고혈압 진료가 없는 경우가 7.76%(636 명)이였다.

 당뇨의 경우 뇌경색 발병 전 후 당뇨 없는 경우가 88.14%였고, 뇌경색 발병 후 당뇨 

의사 진단된 경우 4.90%, 당뇨가 있다가 뇌경색 발병 후 병원진료 받지 않은 경우가 

4.14%, 뇌경색 전 후 모두 당뇨가 있는 경우가 2.82%였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뇌경색 전 후 변화 없는 경우가 90.37%, 1단계 상승(정상->경

증, 경증->중증)하는 경우 5.06%, 2단계 상승(정상->중증)하는 경우 4.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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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관심변수 : 뇌경색 )

특성 범주 N %

관

심 

변

수

재발

뇌경색 330 15.14

뇌출혈 0 0

타질환 1,850 84.86

사망

뇌경색 55 8.57

뇌출혈 4 0.62

타질환 583 90.81

인

구

사

회

학

적

요

인

성

별

남 4,115 50.20

여 4,082 49.80

연령

그룹 

40대 559 6.94

50대 1,262 15.40

60대 2,117 25.83

70대 2,782 33.94

80대 이상 1,467 17.90

소득 

분위

0-2 분위 1,780 21.72

3-4 분위 1,048 12.79

5-6 분위 1,229 14.99

7-8 분위 1,560 19.03

9-10 분위 2,580 31.47

건

강

행

태

적

요

인

CCI 

Index

0점 3,538 43.16

1점 2,232 27.23

2점 1,231 15.02

>=3 1,196 14.59

고혈압

뇌경색 입원 전 뇌경색 입원 후

없음 없음 2,269 27.68

없음 있음 2,112 25.77

있음 없음 636 7.76

있음 있음 3,180 38.79

당 뇨

뇌경색 입원 전 뇌경색 입원 후

없음 없음 7,225 88.14

없음 있음 402 4.90

있음 없음 339 4.14

있음 있음 231 2.82

장애

중증도

전 후 변화 없음 7,407 90.37

발병 후 1단계 상승 415 5.06

발병 후 2단계 상승 37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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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심변수 : 뇌출혈( n: 2,175 )

  관심변수가 뇌출혈 재발일 때, 뇌출혈 재발이 16.24%(69명), 타 질환 83.76%(356

명)이고 뇌경색 재발의 경우는 없었다. 

 관심변수가 뇌출혈 사망일 때, 뇌출혈 사망이 25.25%, 타 질환 사망이 72.73%, 뇌경

색 사망이 2.02%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52.55%로 여자보다 뇌출혈 입원이 약 5% 높았다.

 연령의 경우 40대(20.92%)에서 60대(25.15%)까지 뇌출혈로의 입원이 상승했고, 70대 

21.98%, 80대 이상은 8.25%로 뇌출혈 입원이 가장 낮았다.

 소득분위는 9-10분위가 26.99%로 가장 높았다. 

 CCI index는 0점(56.18%)에서 3점 이상(9.29%)까지 하락추세를 보였다.

 고혈압의 경우 뇌출혈 전 후 고혈압 없는 경우가 35.77%, 뇌출혈 발병 후 고혈압 진

단받은 경우가 32.32%, 뇌출혈 전 후 고혈압 있는 경우가 24.74%, 고혈압이 치료 받

다가 뇌출혈 이후 병원 진료 받지 않은 경우가 7.17% 이였다.

 당뇨의 경우 뇌출혈 전 후 당뇨 없는 경우가 93.15%였고, 당뇨가 있다가 뇌출혈 이

후 병원 진료 받지 않은 경우가 2.44%로, 뇌출혈 전 후 모두 당뇨가 있는 경우 1.29%

보다 높았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전 후 변화 없는 경우가 84.37%로 가장 높았고, 발병 후 1단계 

상승하는 경우 6.67%, 2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8.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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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관심변수 : 뇌출혈 )  

특성 범주 N %

관

심 

변

수

재발

뇌경색 0 0

뇌출혈 69 16.24

타질환 356 83.76

사망

뇌경색 2 2.02

뇌출혈 25 25.25

타질환 72 72.73

인

구

사

회

학

적

요

인

성

별

남 1,143 52.55

여 1,032 47.45

연령

그룹 

40대 455 20.92

50대 515 23.68

60대 547 25.15

70대 478 21.98

80대 이상 180 8.28

소득 

분위

0-2 분위 476 21.89

3-4 분위 331 15.22

5-6 분위 339 15.59

7-8 분위 442 20.32

9-10 분위 587 26.99

건

강

행

태

적

요

인

CCI 

Index

0점 1,222 56.18

1점 476 21.89

2점 275 12.64

>=3 202 9.29

고혈압

뇌출혈 입원 전 뇌출혈 입원 후

없음 없음 778 35.77

없음 있음 703 32.32

있음 없음 156 7.17

있음 있음 538 24.74

당 뇨

뇌출혈 입원 전 뇌출혈 입원 후

없음 없음 2,026 93.15

없음 있음 68 3.13

있음 없음 53 2.44

있음 있음 28 1.29

장애

중증도

전 후 변화 없음 1,835 84.37

발병 후 1단계 상승 145 6.67

발병 후 2단계 상승 195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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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의 기술통계량( 카이제곱 분석 )

  

(1)관심변수 : 뇌경색 재발, 사망

  관심변수가 뇌경색 재발인 경우 1년 후 뇌출혈 원인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뇌경색 재발은 15.14%(330명), 타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84.86%(1,850명) 이었다.

 성별에서 뇌경색 재발이 남자 181 명, 여자 149명이었다. 

 연령그룹은 뇌경색 재발 시 40대에서는 6.61%였고, 70대까지 17.86%로 1,371명으로 

증가하였고, 80대 이상에서는 76명(23.03%)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에서는 0-2 분위에서 21.26%에서 7-8분위 11.76%로 뇌경색 재발이 감소하였

다가, 9-10분위에서 15.92%로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는 0점이 18.01%로 가장 낮았고, 1점이 14.67%, 2점이 9.73%, 3점 이상이 

12.16%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뇌경색 첫 발병 전 후 1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병의 진료 유무를 봤을 때, 뇌경색 

첫 발병 후 고혈압 진단받은 경우는 18.47%이고, 고혈압 환자가 뇌경색 발병 후 고혈

압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13.51% (20명)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당뇨병은 뇌경색 발병 후 당뇨 진료를 받은 경우는 20.45%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애 중증도 또한 뇌경색 첫 발병 후 장애 중증도가 1단계(정상->경증, 경증->중

증) 상승한 경우는 22.99%였고, 2단계(정상->중증) 상승한 경우 36.54% 이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뇌경색 첫 발병 후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가 관심변수일 때, 뇌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는 약 1%(4명)이었고, 뇌경색 사망이 8.57%(55명) 이었다. 

 성별, 연령, 소득분위, CCI index, 고혈압, 장애중증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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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검정 기술통계량( 관심변수 : 뇌경색 재발 ) 

구      분 
재 발 p-

value뇌경색 N(%) 타질환 N(%)

인

구

학

적 

변

수

성별
남 181(16.39) 923(83.61)

0.107

여 149(13.85) 927(86.15)

연령

그룹

40대 8(6.61) 113(93.39)

<0.0001

50대 31(10.62) 261(89.38)

60대 78(12.42) 550(87.58)

70대 1371(17.86) 630(82.14)

>=80대 76(23.03) 296(79.59)

소득

분위

0-2 분위 98(21.26) 363(78.74)

<0.001

3-4 분위 34(12.69) 234(88.96)

5-6 분위 33(11.04) 266(88.96)

7-8 분위 52(11.76) 390(88.24)

9-10 분위 113(15.92) 597(84.08)

건

강 

행

태

적 

변

수

CCI

index

0점 179(18.01) 815(81.99)

0.001
1점 82(14.67) 477(85.33)

2점 29(9.73) 269(90.27)

>=3 40(12.16) 289(87.84)

 

 고

 혈

 압

발병 전 발병 후

0.037

없음 없음 93(15.58) 504(84.42)

없음 있음 104(18.47) 459(81.53)

있음 없음 20(13.51) 128(86.49)

있음 있음 113(12.96) 759(87.04)

당

뇨

발병 전 발병 후

0.146

없음 없음 297(15.32) 1642(84.68)

없음 있음 18(20.45) 70(79.55)

있음 없음 9(9.68) 84(90.32)

있음 있음 6(10.00) 54(90.00)

장애

중증도

전 후 변화 없음 291(14.26) 1749(85.74)

<0.0001발병 후 1단계 상승 20(22.99) 67(77.01)

발병 후 2단계 상승 19(36.54) 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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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검정 기술통계량( 관심변수 : 뇌경색 사망 ) 

구      분 

사 망 
p-

value
뇌경색

 N(%)

뇌출혈 

N(%)

타질환

 N(%)

인

구

학

적 

변

수

성

별
남 189(13.62) 23(1.66) 1176(84.73)

0.003

여 155(11.49) 47(3.48) 1147(85.03)

연령

그룹

40대 8(4.15) 12(6.22) 173(89.64)

<0.001

50대 32(8.04) 15(3.77) 351(88.19)

60대 80(10.54) 15(1.98) 664(87.48)

70대 145(15.78) 18(1.96) 756(82.26)

>=80대 79(16.88) 10(2.14) 379(80.98)

소득

분위

0-2 분위 100(17.48) 13(2.17) 459(80.24)

0.002

3-4 분위 35(10.12) 9(2.60) 302(87.28)

5-6 분위 36(9.28) 11(2.84) 341(87.89)

7-8 분위 56(10.00) 19(3.39) 485(86.61)

9-10 분위 117(13.43) 18(2.07) 736(84.50)

건

강 

행

태

적 

변

수

CCI

index

0점 185(14.51) 41(3.22) 1049(82.27)

0.008
1점 84(12.10) 14(2.02) 596(85.88)

2점 31(8.12) 6(1.57) 345(90.31)

>=3 44(11.40) 9(2.33) 333(86.27)

 

 고

 혈

 압

발병 전 발병 후

0.022
없음 없음 99(12.48) 30(3.78) 664(83.73)

없음 있음 108(14.98) 18(2.50) 595(82.52)

있음 없음 22(11.96) 5(2.72) 157(85.33)

있음 있음 115(11.07) 17(1.64) 907(87.30)

당

뇨

발병 전 발병 후

0.316
없음 없음 307(12.56) 66(2.70) 2072(84.74)

없음 있음 20(18.35) 1(0.92) 88(80.73)

있음 없음 10(9.09) 2(1.82) 98(89.09)

있음 있음 7(9.59) 1(1.37) 65(89.04)

장애

중증도

전 후 변화 없음 301(11.78) 64(2.50) 2191(85.72)

<0.001발병 후 1단계 상승 21(20.19) 2(1.92) 81(77.88)

발병 후 2단계 상승 22(28.95) 4(5.26) 50(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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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심변수 : 뇌출혈 재발, 사망

  관심변수가 뇌출혈 재발인 경우 1년 후 뇌경색 원인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뇌경색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16.24%(69명), 타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83.76%(356

명) 이었다.

 성별에서 남자가 10.45%, 여자 22.44%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뇌출혈 재발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그룹에서 60대에서 13.16%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에서 23.26%로 뇌출혈의 재

발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위에서는 7-8분위가 18.95%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 index는 3점 이상이 19.51%로 가장 높았고, 2점 이상이 9.52%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의 경우 뇌출혈 발병 전에 진료 받았다가, 발병 후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20.83%였고, 뇌출혈 발병 후 고혈압 진료를 받는 경우가 15%였다. 

당뇨병의 경우 발병 전 당뇨 진료를 받다가 발병 후 당뇨진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16.67%로 가장 높았다. 고혈압과 당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애 중증도 또한 뇌출혈 첫 발병 후 장애 중증도가 1단계(정상->경증, 경증->중증) 

상승한 경우는 14.29%였고, 2단계(정상->중증) 상승한 경우는 21.05% 이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뇌출혈 첫 발병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가 관심변수일 때, 뇌출혈로 사망하는 경

우는 약 25.25% (25명)였고, 뇌경색 사망이 2.02% (1명) 이었다. 

 뇌출혈 사망은 남성에서 11.76%, 여자에서 39.58%로 여자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이외 다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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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검정 기술통계량( 관심변수 : 뇌출혈 재발) 

구      분 
재 발 p-

value뇌출혈 N(%) 타질환 N(%)

인

구

학

적 

변

수

성별
남 23(10.45) 197(89.55)

0.001

여 46(22.44) 159(77.56)

연령

그룹

40대 12(17.39) 57(82.61)

0.643

50대 15(15.31) 83(84.69)

60대 15(13.16) 99(86.84)

70대 17(16.83) 84(83.17)

>=80대 10(23.26) 339(76.74)

소득

분위

0-2 분위 13(16.05) 69(83.95)

0.945

3-4 분위 9(15.25) 50(84.75)

5-6 분위 11(16.18) 57(83.82)

7-8 분위 18(18.95) 77(81.05)

9-10 분위 18((14.75) 104(85.25)

건

강 

행

태

적 

변

수

CCI

index

0점 41(18.47) 181(81.53)

0.615
1점 14(14.14) 85(85.86)

2점 6(9.52) 57(90.48)

>=3 8(19.51) 33(80.49)

 

 고

 혈

 압

발병 전 발병 후

0.454

없음 없음 30(19.23) 126(80.77)

없음 있음 18(15.00) 102(85.00)

있음 없음 5(20.83) 19(79.17)

있음 있음 16(12.80) 109(87.20)

당

뇨

발병 전 발병 후

0.935

없음 없음 65(16.41) 331(83.59)

없음 있음 1(9.09) 10(90.91)

있음 없음 2(16.67) 10(93.33)

있음 있음 1(16.67) 5(83.33)

장애

중증도

전 후 변화 없음 63(16.07) 329(86.93)

0.831발병 후 1단계 상승 2(14.29) 12(85.71)

발병 후 2단계 상승 4(21.05) 15(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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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검정 기술통계량( 관심변수 : 뇌출혈 사망 ) 

구      분 

사 망 
p-

value
뇌경색 

N(%)

뇌출혈 

N(%)

타질환 

N(%)

인

구

학

적 

변

수

성별
남 0 6(11.76) 45(88.24)

0.001

여 2(4.17) 19(39.58) 27(56.25)

연령

그룹

40대 0 1(25.00) 3(75.00)

0.111

50대 0 1(11.11) 8(88.89)

60대 0 2(8.33) 22(91.67)

70대 0 2(34.29) 23(65.71)

>=80대 0(7.41) 9(33.33) 16(59.26)

소득

분위

0-2 분위 0 3(13.64) 19(86.36)

0.665

3-4 분위 0 6(31.58) 13(68.42)

5-6 분위 0 4(36.36) 7(63.64)

7-8 분위 1(5.26) 6(31.58) 12(63.16)

9-10 분위 1(3.57) 6(21.43) 21(75.00)

건

강 

행

태

적 

변

수

CCI

index

0점 1(1.01) 10(20.00) 39(78.00)

0.846
1점 1(3.23) 9(29.03) 21(67.74)

2점 0 2(25.00) 6(75.00)

>=3 0 4(40.00) 6(60.00)

 

 고

 혈

 압

발병 전 발병 후

0.386

없음 없음 0 9(31.03) 20(68.97)

없음 있음 1(2.63) 5(13.16) 32(84.21)

있음 없음 0 2(28.57) 5(71.43)

있음 있음 1(4.00) 9(36.00) 15(60.00)

당

뇨

발병 전 발병 후

0.919

없음 없음 2(2.33) 22(25.58) 62(72.09)

없음 있음 0 0 3(100.00)

있음 없음 0 2(40.00) 3(60.00)

있음 있음 0 1(20.00) 4(80.00)

장애

중증도

전 후 변화 없음 2(2.27) 25(28.41) 61(69.32)

0.326발병 후 1단계 상승 0 0 2(100.00)

발병 후 2단계 상승 0 0 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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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위험분석 결과

-Cause-specific hazard model VS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1) 관심변수 : 뇌경색 재발 

(1) Cause-specific hazard model

  먼저 Univariable 분석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에서 뇌경색 재발위험이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약 

13%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그룹에서는 40대 대비 50대 2.2배, 60대 3.4배, 70대 6.3배, 80대 이상 7.6배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경색 재발위험이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의 경우 0점 대비 2점에서 뇌경색 재발위험이 약 34% 낮았고, 1점과 2점에

서는 0점 대비 3%, 6%정도 뇌경색 재발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은 뇌경색 첫 입원 전 후 고혈압 없는 경우 대비 뇌경색 후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경우가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1.4배 높았고, 고혈압 유 -> 무, 고혈압 

유 -> 유의 경우 또한 뇌경색 재발위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의 경우 뇌경색 첫 입원 전 후 당뇨가 없는 경우 대비, 뇌경색 후 당뇨 진단 받

은 경우가 약 1.4배로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위험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 유 -> 무, 당뇨 유 -> 유의 경우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경색 재발 위험이 약 26%, 30% 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뇌경색 첫 발병 전 후 장애정도 변화 없는 경우 대비, 뇌경색 

첫 입원 이후 장애 1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1.7배, 2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3.6배로 뇌

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경색 재발 위험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다음은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가 약 30%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경색 재발위험

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경색 재발위험이 높았고, 40대 대비 80대 이상에서 

8.1배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에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0-2분위 소득에서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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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뇌경색의 사망위험이 높았다. 0-2분위 대비 5-6분위가 약 48%로 가장 낮았고, 

9-10분위가 약 28%로 0-2분위를 제외한 소득분위 중에서 뇌경색 재발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와, 고혈압, 당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전 후 동일한 경우 대비 장애 정도가 1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약 

1.5배, 2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약 3배로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경색 재발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Subdistribution hazard model

 먼저 Univariable 분석결과이다.

 CCI index결과 0점 대비 2점에서 약 43%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경색 재

발 위험이 낮았고, 1점과 3점 이상 에서도 약 11%, 18%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외 연령, 소득수준, 장애 중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고혈압과 당뇨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외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 Cause-specific hazard model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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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뇌경색 재발 ( Cause-specific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210

- -

0.001
여 0.870 0.701 - 1.081 0.690 0.550 – 0.866

연

령

그

룹

40대 - -

<0.0001

- -

<0.0001

50대 2.212 1.017 – 4.813 2.197 1.008 – 4.788

60대 3.430 1.657 – 7.102 3.518 1.691 – 7.318

70대 6.274 3.074 – 12.805 6.757 3.290 – 13.77

>=80대 7.627 3.679 – 15.813 8.084 3.874 –16.865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0001

- -

0.002

3-4 분위 0.523 0.354 – 0.773 0.581 0.392 – 0.861

5-6 분위 0.468 0.315 – 0.694 0.515 0.346 – 0.766

7-8 분위 0.555 0.396 – 0.777 0.588 0.419 – 0.825

9-10 분위 0.768 0.586 – 1.007 0.719 0.544 – 0.950

CCI 

index

0점 - -

0.214

- -

0.351
1점 0.968 0.745 – 1.257 0.996 0.762 – 1.301

2점 0.656 0.443 – 0.971 0.699 0.470 – 1.040

>=3 0.944 0.670 – 1.330 0.960 0.673 – 1.370

고
혈
압

무 무 - -

0.427

- -

0.297
무 유 1.251 0.945 – 1.654 1.280 0.949 – 1.728

유 무 1.037 0.640 – 1.681 0.919 0.557 – 1.517

유 뮤 1.060 0.805 – 1.395 1.035 0.765 – 1.400

당
뇨

무 무 - -

0.339

- -

0.258
무 유 1.378 0.856 – 2.218 1.496 0.889 – 2.518

유 무 0.756 0.390 – 1.468 0.716 0.364 – 1.410

유 뮤 0.692 0.309 – 1.554 0.729 0.316 – 1.410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0001

- -

<0.0001
발병 후 

1단계 상승 1.712 1.088 – 2.694 1.485 0.935 – 2.359

발병 후 

2단계 상승
3.580 2.250 – 5.696 2.943 1.835 – 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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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뇌경색 재발 (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190

- -

0.006
여 0.865 0.697 – 1.074 0.736 0.591 – 0.917

연

령

그

룹

40대 - -

<0.0001

- -

<0.0001

50대 2.061 0.944 – 4.500 2.036 0.933 – 4.443

60대 2.958 1.425 – 6.140 3.080 1.477 – 6.426

70대 4.933 2.411 – 10.092 5.324 2.592 – 10.936

>=80대 5.845 2.813 – 12.143 6.159 2.953 – 12.846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0001

- -

0.001

3-4 분위 0.536 0.363 – 0.79 0.584 0.396 – 0.862

5-6 분위 0.465 0.314 – 0.689 0.510 0.344 – 0.756

7-8 분위 0.547 0.391 – 0.766 0.586 0.419 – 0.820

9-10 분위 0.760 0.579 – 0.996 0.740 0.563 – 0.972

CCI 

index

0점 - -

0.041

- -

0.110
1점 0.889 0.685 – 1.155 0.939 0.717 – 1.230

2점 0.577 0.391 – 0.851 0.620 0.417 – 0.920

>=3 0.812 0.577 – 1.143 0.832 0.584 – 1.185

고
혈
압

무 무 - -

0.215

- -

0.091
무 유 1.260 0.952 – 1.668 1.345 0.992 – 1.824

유 무 0.980 0.604 – 1.589 0.901 0.550 – 1.476

유 뮤 0.970 0.737 – 1.276 0.976 0.720 – 1.324

당
뇨

무 무 - -

0.272

- -

0.118
무 유 1.348 0.833 – 2.181 1.479 0.871 – 2.511

유 무 0.691 0.359 – 1.332 0.636 0.328 – 1.233

유 뮤 0.655 0.294 – 1.463 0.715 0.317 – 1.610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0001

- -

<0.0001
발병 후 

1단계 상승 1.758 1.108 – 2.789 1.467 0.909 – 2.367

발병 후 

2단계 상승
3.638 2.235 – 5.921 3.090 1.860 –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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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변수 : 뇌경색 사망

(1) Cause-specific hazard model

  먼저 Univariable 분석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에서 뇌경색 사망위험이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약 

1.1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그룹에서 50대 대비 60대 3.8배, 70대 9.3배, 80대 이상 12배로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뇌경색 사망위험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의 경우 0-2분위 대비 7-8분위가 1.5배로 뇌경색 사망 위험이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CI index의 경우 0점 대비 1점의 경우 약 5% 뇌경색 사망 위험이 낮았으나, 2점의 

경우 뇌경색 사망위험이 약 1.7배, 3점 이상의 경우 약 2.3배 뇌출혈 및 타 질환 사

망 대비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뇌경색 첫 발병 후 장애정도 변화 없는 경우 대비, 뇌경색 첫 

입원 이후 장애 1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1.2배, 2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3.1배로 뇌출

혈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뇌경색 사망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은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가 약 23% 낮았으나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뇌경색 

사망 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고, 40-50대 대비 80대 이상에

서 14.1배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의 경우 0점 대비 1점의 경우 약 1.8배, 3점 이상 약 2.1배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사망에 비해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 고혈압, 당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전 후 동일한 경우 대비 장애 정도가 1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약 

1.4배, 2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약 3.5배로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뇌경색 사

망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Subdistribution hazard model

  Univariable과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모두에서 cause-specific 

hazard model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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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 뇌경색 사망 ( Cause-specific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715

- -

0.081
여 1.063 0.766 – 1.474 0.741 0.529 – 1.037

연

령

그

룹

40~50대 - -

<0.0001

- -

<0.0001
60대 3.842 1.341 – 11.005 3.688 1.285 – 10.583

70대 9.344 3.411 – 25.593 9.625 3.492 – 26.531

>=80대 12.606 4.527 – 35.104 14.066 5.001 – 39.563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227

- -

0.193

3-4 분위 1.019 0.544 – 1.908 1.130 0.601 – 2.122

5-6 분위 0.861 0.460 – 1.613 0.975 0.519 – 1.835

7-8 분위 1.538 0.925 – 2.554 1.647 0.988 – 2.747

9-10 분위 1.306 0.808 – 2.110 1.043 0.641 – 1.696

CCI 

index

0점 - -

0.002

- -

0.010
1점 0.952 1.287 – 2.960 1.846 1.208 – 2.821

2점 1.744 1.056 – 2.881 1.654 0.992 – 2.756

>=3 2.308 1.451 – 3.672 2.072 1.283 – 3.346

고
혈
압

무 무 - -

0.499

- -

0.779
무 유 0.881 0.551 – 1.409 0.818 0.495 – 1.352

유 무 1.384 0.748 – 2.560 1.137 0.594 – 2.176

유 뮤 1.113 0.739 – 1.676 0.916 0.583 – 1.439

당
뇨

무 무 - -

0.520

- -

0.469
무 유 1.145 0.534 – 2.452 1.031 0.453 – 2.347

유 무 1.594 0.810 – 3.136 1.766 0.858 – 3.637

유 뮤 1.369 0.560 – 3.347 1.279 0.492 – 3.327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0001

- -

<0.0001

발병 후 
1단계 
상승

1.157 0.565 – 2.367 1.392 0.677 – 2.862

발병 후 

2단계 

상승

3.061 1.864 – 5.026 3.458 2.097 –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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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 뇌경색 사망 (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666

- -

0.217
여 1.075 0.775 – 1.490 0.804 0.569 – 1.136

연

령

그

룹

50대 - -

<0.000
1

- -

<0.0001
60대 3.675 1.283 – 10.530 3.461 1.218 – 9.837

70대 8.127 2.970 – 22.238 8.021 2.958 – 21.751

>=80대 9.797 3.523 – 27.242 10.418 3.751 – 28.932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216

- -

0.195

3-4 분위 1.015 0.543 – 1.897 1.103 0.586 – 2.074

5-6 분위 0.866 0.463 – 1.621 0.944 0.501 – 1.782

7-8 분위 1.560 0.938 – 2.593 1.648 0.982 – 2.765

9-10 분위 1.296 0.803 – 2.092 1.066 0.656 – 1.732

CCI 

index

0점 - -

0.004

- -

0.019
1점 1.885 1.244 – 2.858 1.765 1.166 – 2.674

2점 1.673 1.015 – 2.759 1.540 0.932 – 2.544

>=3 2.167 1.363 – 3.443 1.926 1.198 – 3.096

고
혈
압

무 무 - -

0.607

- -

0.855
무 유 0.891 0.557 – 1.424 0.844 0.510 – 1.396

유 무 1.318 0.713 – 2.435 1.111 0.586 – 2.105

유 뮤 1.102 0.732 – 1.660 0.931 0.593 – 1.462

당
뇨

무 무 - -

0.533

- -

0.538
무 유 1.101 0.515 – 2.357 1.011 0.446 – 2.294

유 무 1.587 0.806 – 3.122 1.684 0.817 – 3.469

유 뮤 1.372 0.561 – 3.351 1.291 0.499 – 3.340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0004

- -

<0.0001

발병 후 
1단계 
상승

1.188 0.580 – 2.431 1.421 0.692 – 2.916

발병 후 

2단계 

상승

2.772 1.677 – 4.580 3.020 1.816 – 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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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심변수 : 뇌경색 재발 및 사망

(1) Cause-specific hazard model

  먼저 Univariable 분석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에서 뇌경색 재발 및 사망위험이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에서 약 13%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그룹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 대비 뇌경색 

재발 및 사망위험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의 경우 0-2분위 대비 3-4분위가 약 47%, 5-6분위가 50%, 7-8분위가 40%로 

뇌경색 재발 및 사망위험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의 경우 0점 대비 2점의 경우만 약 32% 뇌경색 재발 및 사망 위험이 낮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전체적인 CCI index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고혈압, 당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뇌경색 첫 발병 후 장애정도 변화 없는 경우 대비, 뇌경색 첫 

입원 이후 장애 1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1.8배, 2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4배로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 대비 뇌경색 재발 및 사망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다음은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가 약 30%가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 대비 뇌경

색 재발 및 사망 위험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과 소득분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 고혈압, 당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전 후 동일한 경우 대비 장애 정도가 1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약 

1.5배, 2단계 상승하는 경우가 약 3.4배로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 대비 

뇌경색 재발 및 사망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Subdistribution hazard model

 Univariable과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분석에서 값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적으로 cause-specific hazard model분석과 통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40 -

표18 . 뇌경색 재발 및 사망( Cause-specific hazard model)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196

- -

0.001
여 0.869 0.703 – 1.075 0.690 0.553 – 0.862

연

령

그

룹

40대 - -

<0.0001

- -

<0.0001

50대 2.284 1.052 – 4.957 2.266 1.042 – 4.924

60대 3.498 1.691 – 7.236 3.543 1.705 – 7.362

70대 6.481 3.179 – 13.215 6.927 3.377 – 14.207

>=80대 7.487 3.616 – 15.503 7.942 3.814 – 16.540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0002

- -

0.006

3-4 분위 0.528 0.359 – 0.776 0.593 0.403 – 0.874

5-6 분위 0.504 0.344 – 0.737 0.555 0.378 – 0.814

7-8 분위 0.592 0.426 – 0.821 0.637 0.457 – 0.886

9-10 분위 0.787 0.603 – 1.028 0.744 0.565 – 0.979

CCI 

ind

ex

0점 - -

0.236

- -

0.371
1점 0.952 0.736 – 1.233 0.979 0.752 – 1.275

2점 0.675 0.461 – 0.988 0.717 0.488 – 1.054

>=3 1.007 0.725 – 1.399 1.031 0.732 – 1.451

고
혈
압

무 무 - -

0.465

- -

0.321
무 유 1.220 0.929 – 1.603 1.253 0.953 – 1.679

유 무 1.065 0.671 – 1.690 0.937 0.579 – 1.516

유 뮤 1.021 0.780 – 1.335 1.002 0.745 – 1.348

당
뇨

무 무 - -

0.320

- -

0.257
무 유 1.435 0.913 – 2.256 1.525 0.927 – 2.510

유 무 0.799 0.426 – 1.501 0.748 0.392 – 1.425

유 뮤 0.781 0.369 – 1.651 0.816 0.375 – 1.775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0001

- -

<0.0001
발병 후 

1단계 상승 1.745 1.121 – 2.716 1.533 0.976 – 2.407

발병 후 

2단계 상승
4.018 2.605 – 6.197 3.382 2.177 –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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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 뇌경색 재발 및 사망 (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158

- -

0.005
여 0.858 0.694 – 1.061 0.734 0.592 – 0.910

연

령

그

룹

40대 - -

<0.0001

- -

<0.0001

50대 2.120 0.974 – 4.616 2.092 0.961 – 4.554

60대 3.005 1.449 – 6.233 3.100 1.487 – 6.460

70대 5.042 2.467 – 10.303 5.407 2.637 – 11.086

>=80대 5.564 2.661 – 11.546 5.908 2.839 – 12.295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0003

- -

0.005

3-4 분위 0.544 0.370 – 0.798 0.600 0.409 – 0.881

5-6 분위 0.499 0.341 – 0.729 0.547 0.373 – 0.802

7-8 분위 0.583 0.420 – 0.809 0.633 0.456 – 0.880

9-10 분위 0.775 0.594 – 1.013 0.764 0.583 – 1.001

CCI 

ind

ex

0점 - -

0.051

- -

0.133
1점 0.875 0.676 – 1.132 0.927 0.710 – 1.211

2점 0.590 0.404 – 0.861 0.630 0.429 – 0.925

>=3 0.869 0.626 – 1.205 0.898 0.639 – 1.264

고
혈
압

무 무 - -

0.194

- -

0.085
무 유 1.230 0.936 – 1.616 1.318 0.978 – 1.776

유 무 1.002 0.631 – 1.593 0.913 0.567 – 1.470

유 뮤 0.929 0.710 – 1.215 0.941 0.698 – 1.270

당
뇨

무 무 - -

0.274

- -

0.196
무 유 1.410 0.892 – 2.227 1.511 0.908 – 2.517

유 무 0.743 0.399 – 1.381 0.679 0.363 – 1.270

유 뮤 0.735 0.350 – 1.544 0.797 0.376 – 1.686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0001

- -

<0.0001
발병 후 

1단계 상승 1.802 1.150 – 2.824 1.525 0.958 – 2.428

발병 후 

2단계 상승
4.105 2.590 – 6.504 3.568 2.203 – 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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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심변수 : 뇌출혈 재발 

(1) Cause-specific hazard model

  먼저 Univariable 분석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에서 뇌출혈 재발위험이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약 

2.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그룹에서는 40대 대비 50대 1.1배, 60대 1.2배, 70대 2.0배, 80대 이상 3배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출혈 재발위험이 증가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의 경우 0점 대비 2점에서 뇌경색 재발위험이 약 34% 낮았고. 1점과 2점에

서는 0점 대비 3%, 6%정도 뇌경색 재발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위, CCI index, 고혈압, 당뇨, 장애 중증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다음은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가 약 2.3배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출혈 재발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뇌출혈 첫 입원 전 후 변화 없는 경우 대비 뇌출혈 입원 전 정

상에서 입원 이후 중증이 된 경우가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출혈 재발위험

이 약 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전체적인 장애 중증도의 경우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외 연령, 소득분위, 고혈압, 당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Subdistribution hazard model

 Univariable과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에서 성별에서만 남자 

대비 여자에서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대비 뇌출혈의 재발 위험이 약 2.3배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 모든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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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 뇌출혈 재발 ( Cause-specific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001

- -

0.003
여 2.290 1.388 – 3.778 2.260 1.333 – 3.833

연

령

그

룹

40대 - -

0.037

- -

0.171

50대 1.057 0.495 – 2.259 0.927 0.427 – 2.014

60대 1.169 0.547 – 2.498 0.968 0.442 – 2.121

70대 1.957 0.934 – 4.103 1.760 0.802 – 3.865

>=80대 2.911 1.257 – 6.743 2.041 0.835 – 4.990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687

- -

0.725

3-4 분위 0.910 0.389 – 2.129 1.007 0.425 – 2.389

5-6 분위 1.076 0.482 – 2.403 1.161 0.512 – 2.632

7-8 분위 1.520 0.744 – 3.105 1.483 0.714 – 3.080

9-10 분위 1.074 0.526 – 2.193 0.948 0.454 – 1.981

CCI 

ind

ex

0점 - -

0.490

- -

0.413
1점 0.889 0.484 – 1.632 0.815 0.433 – 1.533

2점 0.869 0.368 – 2.049 0.787 0.325 – 1.907

>=3 1.679 0.786 – 3.586 1.654 0.751 – 3.643

고
혈
압

무 무 - -

0.670

- -

0.611
무 유 0.711 0.396 – 1.275 0.677 0.367 – 1.250

유 무 1.078 0.418 – 2.781 0.906 0.337 – 2.438

유 뮤 0.960 0.523 – 1.763 0.744 0.388 – 1.427

당
뇨

무 무 - -

0.995

- -

0.991
무 유 0.828 0.115 – 5.972 0.735 0.097 – 5.550

유 무 1.001 0.245 – 4.089 0.962 0.229 – 4.032

유 뮤 1.218 0.169 – 8.778 1.141 0.149 – 8.709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177

- -

0.132
발병 후 

1단계 상승 0.559 0.137 – 2.287 0.929 0.196 – 3.581

발병 후 

2단계 상승
2.333 0.848 – 6.414 2.911 1.008 – 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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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 뇌출혈 재발 (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001

- -

0.002
여 2.303 1.398 – 3.792 2.336 1.392 – 3.948

연

령

그

룹

40대 - -

0.151

- -

0.468

50대 0.995 0.463 – 2.140 0.944 0.430 – 2.070

60대 1.027 0.481 – 2.197 0.939 0.434 – 2.029

70대 1.580 0.755 – 3.307 1.500 0.685 – 3.284

>=80대 2.287 0.997 – 5.242 1.760 0.682 – 4.544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799

- -

0.803

3-4 분위 0.907 0.388 – 2.121 1.112 0.459 – 2.693

5-6 분위 1.056 0.474 – 2.351 1.236 0.539 – 2.834

7-8 분위 1.407 0.689 – 2.875 1.515 0.713 – 3.217

9-10 분위 1.039 0.506 – 2.136 1.045 0.484 – 2.257

CCI 

ind

ex

0점 - -

0.509

- -

0.387
1점 0.840 0.458 – 1.539 0.742 0.393 – 1.404

2점 0.709 0.300 – 1.676 0.651 0.261 – 1.622

>=3 1.473 0.694 – 3.123 1.427 0.636 – 3.202

고
혈
압

무 무 - -

0.718

- -

0.529
무 유 0.738 0.412 – 1.321 0.707 0.388 – 1.288

유 무 1.109 0.428 – 2.872 1.008 0.367 – 2.769

유 뮤 0.838 0.458 – 1.531 0.680 0.363 – 1.276

당
뇨

무 무 - -

0.989

- -

0.974
무 유 0.734 0.109 – 4.913 0.632 0.090 – 4.408

유 무 1.057 0.267 – 4.181 1.016 0.232 – 4.452

유 뮤 1.119 0.146 – 8.581 1.103 0.134 – 9.111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386

- -

0.367
발병 후 

1단계 상승 0.637 0.159 - 2556 0.854 0.210 – 3.471

발병 후 

2단계 상승
1.914 0.661 – 5.538 2.224 0.704 – 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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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심변수 : 뇌출혈 사망 

(1) Cause-specific hazard model

  먼저 Univariable 분석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에서 뇌출혈 사망위험이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약 

1.4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그룹에서 50대 대비 60대 1.14배, 70대 6.6배, 80대 이상 11배로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뇌출혈 사망위험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CI index의 경우 0점 대비 1점의 경우 약 2.4배 뇌출혈 사망 위험이 높았다. CCI 

index 2점, 3점 이상에서는 각각 1.7배, 2.2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으나, 전체적인 CCI index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 다른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가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뇌출혈 사망 위험이 약 

5%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고, 40-50대 대비 70대는 6

배, 80대 이상에서 10배로 뇌출혈 사망위험이 뇌경색 또는 타 질환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Subdistribution hazard model

 Univariable과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모두에서 장애 중증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장애중증도가 정상에서 중증으로 상승한 경우에 

95% CI가 1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외의 분석결과는 cause-specific hazard model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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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 뇌출혈 사망 ( Cause-specific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261

- -

0.870
여 1.360 0.795 – 2.327 0.953 0.536 – 1.694

연

령

그

룹

50대 - -

<0.0001

- -

<0.0001
60대 1.136 0.347 – 3.722 1.046 0.316 – 3.459

70대 6.581 2.526 – 17.146 6.016 2.269 – 15.949

>=80대 10.800 3.920 – 29.754 9.896 3.540 – 27.665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396

- -

0.507

3-4 분위 1.726 0.599 – 4.974 1.302 0.431 – 3.928

5-6 분위 2.599 0.976 – 6.926 2.322 0.848 – 6.355

7-8 분위 1.759 0.650 – 4.757 1.654 0.606 – 4.514

9-10 분위 2.164 0.853 – 5.488 1.394 0.545 – 3.567

CCI 

ind

ex

0점 - -

0.040

- -

0.284
1점 2.390 1.273 – 4.487 1.876 0.971 – 3.624

2점 1.727 0.765 – 3.899 1.167 0.501 – 2.718

>=3 2.217 0.943 – 5.217 1.137 0.442 – 2.927

고
혈
압

무 무 - -

0.108

- -

0.811
무 유 0.749 0.358 – 1.569 0.811 0.364 – 3.232

유 무 1.576 0.581 – 4.271 1.127 0.393 – 3.232

유 뮤 1.707 0.894 – 3.258 1.195 0.583 – 2.450

당
뇨

무 무 - -

0.787

- -

0.719
무 유 1.324 0.322 – 5.444 1.575 0.352 – 7.043

유 무 1.710 0.416 – 7.032 2.054 0.472 – 8.943

유 뮤 1.919 0.265 – 13.897 1.486 0.194 – 11.395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623

- -

0.812
발병 후 

1단계 상승 0 0  0 0

발병 후 

2단계 상승
0.561 0.175 – 1.799 0.678 0.208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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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 뇌출혈 사망 (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232

- -

1.00
여 1.386 0.811 – 2.368 1.000 0.590 – 1.695

연

령

그

룹

50대 - -

<0.0001

- -

<0.0001
60대 1.094 0.333 – 3.591 1.007 0.300 – 3.387

70대 5.788 2.226 – 15.049 5.318 2.081 – 13.596

>=80대 8.534 3.115 – 23.377 7.834 2.951 – 20.796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391

- -

0.434

3-4 분위 1.752 0.610 – 5.027 1.331 0.458 – 3.865

5-6 분위 2.649 0.992 – 7.079 2.411 0.907 – 6.408

7-8 분위 1.827 0.676 – 4.942 1.754 0.652 – 4.720

9-10 분위 2.169 0.855 – 5.503 1.440 0.570 – 3.641

CCI 

ind

ex

0점 - -

0.048

- -

0.277
1점 2.366 1.263 – 4.431 1.817 0.962 – 3.468

2점 1.703 0.757 – 3.830 1.133 0.495 – 2.590

>=3 2.053 0.873 – 4.831 0.991 0.397 – 2.475

고
혈
압

무 무 - -

0.112

- -

0.746
무 유 0.747 0.357 – 1.564 0.786 0.351 – 1.763

유 무 1.505 0.555 – 4.080 1.101 0.431 – 2.810

유 뮤 1.710 0.896 – 3.261 1.200 0.614 – 2.345

당
뇨

무 무 - -

0.880

- -

0.813
무 유 1.226 0.295 – 5.090 1.341 0.305 – 5.900

유 무 1.587 0.388 – 6.485 1.949 0.441 – 8.615

유 뮤 1.609 0.217 – 11.948 1.346 0.163 – 11.143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0001

- -

<0.0001
발병 후 

1단계 상승 0 0 0 0

발병 후 

2단계 상승
0.493 0.153 – 1.594 0.559 0.167 –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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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심변수 : 뇌출혈 재발  및 사망 

(1) Cause-specific hazard model

  먼저 Univariable 분석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에서 뇌출혈 재발 및 사망위험이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 보다 약 2.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그룹에서 40대 대비 80대에서 약 2.8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 CCI index, 고혈압, 당뇨, 장애 중증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다음은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e 분석 결과이다.

 성별에서 남자 대비 여자가 약 2.3배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 대비 뇌출

혈 재발 및 사망 위험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의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Subdistribution hazard model

 Univariable 분석과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분석에서 성별의 경우 남자 대

비 여자에서 뇌출혈 재발 및 사망위험이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 및 사망 보다 약 

2.4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의 변수에서 Univariable과 모든 변수를 보정한 Multivariabl분석에서 값의 차

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cause-specific hazard model분석과 통계적으로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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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 뇌출혈 재발 및 사망( Cause-specific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001

- -

0.002
여 2.345 1.424 – 3.862 2.315 1.366 – 3.924

연

령

그

룹

40대 - -

0.039

- -

0.189

50대 1.053 0.493 – 2.250 0.918 0.423 – 1.995

60대 1.161 0.543 – 2.482 0.954 0.435 – 2.089

70대 2.012 0.968 – 4.182 1.755 0.807 – 3.817

>=80대 2.791 1.205 – 6.466 1.906 0.782 – 4.646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533

- -

0.572

3-4 분위 0.903 0.386 – 2.113 1.001 0.422 – 2.375

5-6 분위 1.082 0.485 – 2.416 1.143 0.506 – 2.581

7-8 분위 1.625 0.802 – 3.293 1.604 0.779 – 3.301

9-10 분위 1.078 0.528 – 2.202 0.960 0.460 – 2.003

CCI 

ind

ex

0점 - -

0.279

- -

0.232
1점 0.876 0.477 – 1.608 0.801 0.426 – 1.507

2점 0.877 0.372 – 2.068 0.783 0.323 – 1.896

>=3 1.887 0.916 – 3.888 1.852 0.870 – 3.942

고
혈
압

무 무 - -

0.587

- -

0.565
무 유 0.696 0.388 – 1.249 0.649 0.352 – 1.197

유 무 1.081 0.419 – 2.789 0.902 0.335 – 2.424

유 뮤 1.024 0.565 – 1.859 0.775 0.409 – 1.470

당
뇨

무 무 - -

0.997

- -

0.989
무 유 0.813 0.113 – 5.853 0.715 0.095 – 5.397

유 무 0.961 0.235 – 3.923 0.903 0.215 – 3.794

유 뮤 1.051 0.146 – 7.573 1.020 0.134 – 7.790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221

- -

0.157
발병 후 

1단계 상승 0.558 0.136 – 2.281 0.863 0.202 – 3.690

발병 후 

2단계 상승
2.169 0.789 – 5.959 2.779 0.965 – 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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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 뇌출혈 재발 및 사망 (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

구  분
Univariable Multivariabl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성

별

남 - -
0.001

- -

0.001
여 2.365 1.439 – 3.888 2.399 1.409 – 4.083

연

령

그

룹

40대 - -

0.164

- -

0.490

50대 0.991 0.461 – 2.130 0.936 0.427 – 2.054

60대 1.027 0.4815 – 2.196 0.927 0.429 – 2.006

70대 1.630 0.785 – 3.384 1.505 0.695 – 3.263

>=80대 2.181 0.951 – 5.001 1.626 0.634 – 4.171

소

득

분

위

0-2 분위 - -

0.645 

- -

0.667

3-4 분위 0.894 0.383 – 2.090 1.088 0.449 – 2.634

5-6 분위 1.068 0.480 – 2.378 1.230 0.539 – 2.808

7-8 분위 1513 0.746 – 3.068 1.632 0.774 – 3.443

9-10 분위 1.045 0.508 – 2.148 1.056 0.489 – 2.279

CCI 

ind

ex

0점 - -

0.358

- -

0.256
1점 0.829 0.452 – 1.519 0.731 0.388 – 1.376

2점 0.718 0.304 – 1.696 0.648 0.259 – 1.618

>=3 1.614 0.787 – 3.3.8 1.577 0.727 – 3.419

고
혈
압

무 무 - -

0.716

- -

0.537
무 유 0.728 0.407 – 1.303 0.681 0.374 – 1.241

유 무 1.100 0.425 – 2.848 0.999 0.363 – 2.743

유 뮤 0.901 0.499 – 1.629 0.715 0.388 – 1.317

당
뇨

무 무 - -

0.981

- -

0.960
무 유 0.685 0.102 – 4.603 0.595 0.085 – 4.157

유 무 1.000 0.253 – 3.958 0.929 0.209 – 4.128

유 뮤 0.847 0.112 – 6.406 0.870 0.106 – 7.105

장
애
중
증
도

전 후 
변화 없음 - -

0.429

- -

0.389
발병 후 

1단계 상승 0.637 0.159 – 2.558 0.883 0.216 – 3.601

발병 후 

2단계 상승
1.823 0.631 – 5.264 2.182 0.695 – 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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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대상자로 추출된 100만 표본 코

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위험분석 방법인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04년 이전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외래 및 입원한 적 없으면서,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첫 입원 이후 1년 이내 재발 또는 사망하지 않은 경우이다. 

 표본 코호트는 성별, 연령, 소득분위 등 다양한 변수로 구축된 대규모 전향적 코호

트 연구 자료로써, 기존 병원을 기반으로 한 뇌졸중 연구와는 다르게 표본의 대표성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코호트 자료로 연구하는데 있어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째,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의 상병명으로 뇌졸중환자를 추렸다. 그러나 표본코호

트는 청구가 목적으로 임상에서의 실제 상병과 일치하지 않는 상병을 입력하는 등 청

구자료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제외되는 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둘 째, 연구모형에 뇌경색의 재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인 뇌경색 당시 응급실

까지 걸린 시간, 뇌졸중 전 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수정 랭킨척도

(modified Rankin Scale, mRS), 미국 국립보건원 뇌졸중 척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0-31), 유전적 요인,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중 식

이, 신체활동, BMI 지수, 흡연 이외 잠재적 위험인자 인 음주 등과 같은 변수가 표본 

코호트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결측으로 연구 및 분석에 제한이 따랐다.

 셋 째, 뇌경색 환자에서 뇌경색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혈전 용해제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뇌경색 1년 이후의 입원한 경

우 뇌출혈로 입원환자는 없고, 사망의 경우도 41건에 불과했다. 또한 뇌출혈로 첫 입

원 경험한 사람의 경우 뇌경색의 재발로 입원한 경우도 단 한건도 없었고, 뇌출혈 사

망의 경우는 2건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landmark time을 설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Landmark time을 설정하여 길이편의를 제거함으로써 군 간의 올바른 생존분석을 진행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의로 landmark time을 설정함으로써 landmark 시점인 뇌졸

중 발생 1년 이내에 입원 또는 사망이 발생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

론적으로 분석에 사용할 n 수가 작아진다는 한계가 있다(하성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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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째, 본 연구에서는 경쟁위험분석으로 주로 사용되는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방법은 위험집단

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 값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할 기대와는 달

리 뇌출혈 재발의 장애 중증도를 제외한 두 경쟁위험분석 모두 통계적으로 비슷한 결

과를 얻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종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뇌졸중 재발 또는 사망한 

사건이 충분히 많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에 어떠한 경쟁위험모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기존 논문

에 의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것이 주 관심이라면 경쟁원인으로 인한 

사건을 중도 절단시킨 Cause-specific hazard model이 적합하다. 그러나 사건의 예측

이 주 관심이라면 경쟁위험을 겪는 경우를 위험집합에 포함시키는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이 더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쟁위험분석을 선택하는지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다(Mijeong Kim 2016 ; Lau, B., Cole, S. R., and Gange, S. 

J.,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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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과거 노인질환으로 인식되었던 뇌졸중 발병률이 젊은 층에서도 높아졌다. 이는 식

습관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6년 국내 보고에 따르면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뇌

경색이 74.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뇌졸중의 89.6%가 뇌경색 환자로 뇌출혈 환자 

5.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유경호 등, 2006 ; Jerntorp P, Berglund G., 1992 

; Lee BC et al., 1989;7:179 ;  Lee HK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재발위험이 높았다. 이는 정

병식 등(200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흡연, 음주, 뇌경색 위험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여자보다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뇌졸중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약 4명은 6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이고, 70대, 60대, 80세 

이상 순으로 진료경험이 많았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77.8%를 차

지했다(질병관리본부, 2018 ; 통계청, 201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본 연구에서는 관심변수가 뇌경색 사망인 경우 40대를 시작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으며, 80대 이상에서는 40~50대 대비 약 14배 높았다. 뇌출혈 

사망의 경우도 뇌경색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출혈의 사망위험이 80대 이

상의 경우 약 10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의 급성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추적연구에 

대한 결과에서 동반질환지수(CCI index)가 높을수록 급성 뇌졸중으로 사망 위험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변수가 뇌경색 사망의 경우 Cause- 

specific hazard model로 분석 결과에서 0점 대비 1점에서 1.8배, 3점 이상의 경우 2

배 뇌출혈 또는 타 질환 사망 대비 뇌경색 사망위험이 높았다. 

 관심변수가 뇌출혈 사망의 경우 Subdistribution hazard model로 분석한 결과 0점 

대비 3점은 차이가 없었고, 1,2점은 약 1.1~1.8배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사망대비 뇌

출혈 사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뇌경색은 재발이 흔한 질환이고, 재발 시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미국의 경우 뇌졸

중 발병 한 달 이내 1-4%, 1년 이내 5-25%, 5년 이내 20-40%의 환자가 재발한다고 보

고했다. 우리나라의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년 후 재발률이 5.5%, 3년 

후 재발률이 10%로 보고되었다. 또한 타 연구에서 일차 발병 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1

개월에서 최대 11년까지로 보고된다(Arakawa S et al., 1998 ; Ko Y et al.,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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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roke Association., 2009 ; 신대수 등, 2005 ; Vermeer SE et al., 2002 

; Hill M et al., 2000 ; Bae H et al., 1999 ; Bailey RD et al., 2001 ; Passero S 

et al., 1995).

 본 연구는 경쟁위험분석을 이용한 연구로써 1년 이후 뇌경색의 재발은 15.14%, 뇌경

색 사망의 경우 8.57%, 뇌출혈 재발 16.24%, 뇌출혈의 사망 25.25% 였다. 

 그리고 뇌경색 첫 입원 이후 뇌출혈로 재발하는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뇌경색 첫 입원 이후 뇌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는 약 0.6%(4 명)이었다. 뇌출

혈 첫 입원 이후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약 2%(2 명)였다

 정철 등(1993)의 연구에서 고혈압 재발군과 비재발군의 고혈압 유무에서 혈압이 

160mmHg/ 95mmHg 이상의 군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Hier 등(1991)의 연구

에서 30일 이내 초기 재발에 당뇨병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고혈압과 조절을 

병행하여 치료할 경우 당뇨병에 의한 미세혈관의 합병증과 뇌졸중의 예방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Abbott RD et al., 1987 ;  Sacco RL et al.,1989). 

 본 연구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기존연구에서 뇌경색의 50%가 고혈압을 경험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뇌경색에 

더 큰 위험을 가한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는 첫 입원이 뇌경색, 뇌출혈 일 때, 

재발 또는 사망이 뇌경색 또는 뇌출혈인 경우의 N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질병관리본부(2016)에 따르면 뇌졸중의 일시적 증상발현 후 응급실 도착까지 1시간 

미만이 19.5%로 낮고, Kim JS(2014) 연구에서 뇌졸중 후 장애의 비율이 높다고 밝혔

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장애 중증도의 경우 관심변수가 뇌경색 재발 및 사망의 경우 뇌경색 전 후 장애변화

가 없는 경우 대비 정상에서 경증 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1단계 상승한 경우 약 1.5

배, 정상에서 중증으로 되는 경우 약 3.5배로 뇌출혈 재발 또는 사망보다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관심변수가 뇌출혈 재발인 경우 전 후 변화 없음 대비 2단계 

상승한 경우 뇌경색 또는 타 질환 재발대비 뇌출혈 재발이 약 3배 높았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첫 입원이 뇌출혈일 때, 관심변수가 뇌출혈 재발로 장애 중증도가 1

단계 상승하는 사건이 2건, 관심변수가 뇌출혈 사망일 때 장애 중증도가 1,2단계인 

경우는 단 한건도 잡히지 않은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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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 질환인 뇌경색과 뇌출혈을 가지고 경쟁위험모형과 랜드

마크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관심변수가 뇌경색 재발의 경우 성별, 연령, 소득수준, CCI index, 장애 

중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관심변수가 뇌경색 사망일 때, 연령과 CCI index, 장애 중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관심변수가 뇌출혈 재발과 사망 각각의 경우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Cause-specific hazard model과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이용하였고, 뇌출혈 

재발의 장애 중증도를 제외한 결과에서 두 모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과 당뇨가 뇌졸중의 위험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뇌경색 발생 후 여러 위험인자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의 경쟁위험으로 뇌출혈이, 뇌출혈의 경쟁위험으로 뇌경색을 대상으로 한 경쟁

위험분석 연구는 없었다.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뇌졸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시점을 사전에 설정하거나, 

여러 시점을 다양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뇌졸중 연구에 적절한 landmark time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위험분

석을 이용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56 -

 참고문헌

고영채, 박정현, 김욱주, 양미화, 권오기, 오창완, 정청규, 백남종, 한문구, 배희준, 

일개 병원기반 코호트에서 관찰한 장기간의 뇌졸중 재발률, J Korean Neurol Assoc 

Volume 27 No. 2, 2009, 110-5

고임석, 김형철, 권석범, 황성희, 권기한, 김성민, 송홍기, 이병철, 뇌졸중 환자의 

이차예방 이행 순응도 : 서울, 경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한신경과학회지 

17(4):472-7, 199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급성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추적연구,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경훈, charlsin 동반질환의 ICD-10 알고리즘 예측력 비교연구,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January 2010, Vol. 43, No. 1, 42-49

김경훈,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동반질환 보정방법, 보건행정학회지 2016; 26(1):71-8

김양진(2012). 『생존 분석』. 자유아카데미 

김희정, 김옥수, 뇌졸중 재발예방을 위한 생활양식조절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J 

Korean Acad Nurs ,2013, Vol.43 No.3, 331–40

노지희(master's thesis), 뇌졸중 발생위험군의 뇌졸중 발생위험도, 뇌졸중 지식과 

건강증진행위, 서울, 연세대학교, 2013 

뇌졸중임상연구센터, 2013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2015

보건복지부,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생활 가이드 2014 



- 57 -

석승한, 뇌졸중의 역학 및 병리기전, 노인병 제3권 제3호 1999

신대수, 송민경, 이성민, 최성민, 김병채, 김명규, 조기현, 재발된 뇌졸중의 중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대한뇌졸중학회지 제4권 제1호 VOLUME 4, NUMBER 1, MAY, 2 

0 0 2, 30-5

유경호  배희준  권순억  강동화  홍근식  이용석 나정호  구자성  김종성  김진혁  

이주헌  조수진  황성희  정  산  한문구  조기현  김병채  신동진  장대일  박재현 

김응규 정대수 안무영 이대희  박건우  김용재  이경열 허지회  김승현 이광호  정진

상  차재관  이준홍 엄근용 이병철  노재규. 한국 뇌졸중 자료은행에 등록된 10,811

명의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 분석: 병원기반 다의료기관 전향적 자료등록 연구,  

J Korean Neurol Assoc/ Volume 24/December, 2006

유지욱, 오인호, 이성호, 김민기, 최석근, 박봉진, 김태성, 이봉암, 임영진, 허혈성 

뇌경색 발병 후 Warfarin을 복용한 고령 환자에게 발생한 지연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증례,  Korean J Neurotrauma 2013;9:150-3

이인희, 신아미, 손창식, 박희준, 김중휘, 박상영, 최진호, 김윤년.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뇌경색증과 동반되는 질환의 연관성 분석. J Kor Soc Phys Ther 

2010;22(1):75-81

이지성, 박종무, 박태환, 이경복, 이수주, 조용진, 한문구, 배희준, 이준영, 한국인

을 위한 뇌졸중 발생 예측모형 개발, J Korean Neurol Assoc, 2010, vol.28,no.1,pp. 

13-21 

임지혜, 뇌졸중 환자의 사망 추적연구, 2011. jkma-54-99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정 부(master's thesis), 뇌경색 재발의 위험인자들의 분석, 서울, 한양대학교, 2004  

정원영, 손영호,이영진,이성수,이명식,최일생,정태섭, 재발된 뇌졸중에 관한 임상적 

고찰, J Korean Neurol Assoc. 1989;7(1):1-9.



- 58 -

정원영, 임건한, 오형균, 이승헌, 나정균, 급성허혈성 뇌졸중의 장기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대한신경과학회, vol.13, no.4, December,1995, 806-14

정철, 김옥년, 김민정, 최석문, 어경윤, 박미영, 하정상, 변영주, 허혈성 뇌졸중의 

재발과 연관된 위험인자, 영남의대학술지 제 10권 제 2호, Vol. 10, No. 2. December 

1993, 423-31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만성질환 Fact book, 2016

 

질병관리본부, 뇌졸중 발생연령과 기대수명 변화 추이, 2007-2014, 2018

최선애(master's thesis), 만성뇌졸중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2004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7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뇌졸중의 분류코드,  2017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8 

하성준(master's thesis), 중간 사건이 발생한 자료에서 생존함수의 비교, 서울, 연

세대학교, 2016

하태욱(master's thesis), 뇌졸중의 임상양상과 기술역학적 연구, 전라북도, 원광대

학교, 2008

황선일, 김상철, 김지은, 조중양, 박희경, 박지현, 조용진, 홍근식, 정맥 혈전 용해

술과 관련된 뇌출혈에 대한 지혈치료 후 뇌경색이 악화된 증례 Korean J Stroke, 

2011;13:41-4

Abotte RD, Donahue RP, MacMahom SW, Read DM, Yono K : Diabetes and the risk of 

stroke : The Honlulu Heart Program. JAMA 257 : 949 – 52, 1987



- 59 -

An annual reports of Hallym Medical Center, 1981~2000. Journal of Hallym 

Medical Center 2000. 

Arakawa S, Saku Y, Ibayashi S, Nagao T, Fujishima M. Blood pressure control and 

recurrence of hypertensive brain hemorrhage. Stroke 1998 ; 29 : 1806-09

Bae H, Jeong D, Doh J, Lee K, Yun I, Byun B.Recurrence of bleeding in patients 

with hypertensive intracerebral hemorrhage. Cerebrovasc Dis 1999 ; 9 :  102-08.

Bailey RD, Hart RG, Benavente O, Pearce LA. Recurrent brain hemorrhage is more 

frequent than ischemic stroke after intracranial hemorrhage. Neurology 

2001;56:773-77 

Bornstein NM, Karepov VG, Aronovich BD, Gorbulev AY, Treves TA, Korezyn AD. 

Failure of aspirin treatment after stroke. Stroke 1994;25:275-77

Brott T, Broderick J, Kothari R, Barsan W, Tomsick T, Sauerbeck L, et al. Early 

hemorrhage growth in patients with intracerebral hemorrhage. Stroke 1997;28:1-5

Bushnell CD, Lee J, Duncan PW, Newby LK, Goldstein LB., Impact of comorbidities 

on ischemic stroke outcomes in women., Stroke. 2008 Jul;39(7):2138-40. 

Caroline Just, Philippe Rizek, Peter Tryphonopoulos, David Pelz and Miguel 

Arango, Outcomes of General Anesthesia and Conscious Sedation in Endovascular 

Treatment for Stroke,  2016 , Volume 43, Issue 5, pp. 655-58

Charlson ME, Pompei P, Ales KL, MacKenzie CR., A new method of classifying 

prognostic comorbidity in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J 

Chron Dis 1987;40(5):373-83

Charlson ME, Szatrowski TP, Peterson J, Gold J., Validation of a combined 

comorbidity index. J Clin  Epidemiol 1994; 47(11): 1245-51.

Des Harnais SI1, Forthman MT, Homa-Lowry JM, Wooster LD., Forthman MT, 



- 60 -

Homa-Lowry JM, Wooster LD. Risk-adjusted quality outaome  measures: Indexes for 

benchmarking rates of mortality, complications and readmissions. Qual Manag 

Health Care 1997; 5(2): 80-87.

Diringer MN, Skolnick BE, Mayer SA, Steiner T, Davis SM, Brun  NC, et al. 

Thromboembolic events with recombinant activated factor VII in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results from the Factor Seven for Acute Hemorrhagic 

Stroke (FAST) trial. Stroke 2010;41:48-53

Elixhauser A, Steiner C, Harris DR, Coffey RM., Comorbidity measures for use 

with administrative data. Med Care 1998;36(1):8-27.

Fine, J. P. and Gray, R. J. (1999). A proportional hazards model for the 

subdistribution of a competing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4, 496–509. 

Fogelholm R, Nuutila M, Vuorela A-L. Primary intracerebral

haemorrhage in Jyvaskyla region, Central Finland, 1985-89: incidence, case 

fatality rate, and functional outcome.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1992;55:546-552.

Goldstein LB, Samsa GP, Matchar DB, Horner RD., Charlson Index Comorbidity 

Adjustment for Ischemic Stroke Outcome Studies , Stroke. 2004 Aug;35(8):1941-5

Hill M, Silver F, Austin P, Tu J. Rate of stroke recurrence in patients with 

primary intracerebral hemorrhage. Stroke 2000;31:123-27.

Holt, J. D. (1978). Competing risk analyses with special reference to matched 

pair experiments, Biometrika, 65, 159–65. 

Jee SH, Park JW, Lee SY, Nam BH, Ryu HG, Kim SY, Kim YN, Lee JK, Choi SM, Yun 

JE. Stroke risk prediction model: a risk profile from the Korean study. 

Atherosclerosis. 2008 Mar;197(1):318-25. Epub 2007 Jun 27.. atherosclerosis 197 

(2008) 318-25



- 61 -

Jerntorp P, Berglund G., Stroke registry in Malmö, Sweden., Stroke. 1992 

Mar;23(3):357-61.

Jiménez Caballero PE, López Espuela F, Portilla Cuenca JC, Ramírez Moreno JM, 

Pedrera Zamorano JD, Casado Naranjo I., Charlson comorbidity index in ischemic 

stroke and intracerebral hemorrhage as predictor of mortality and functional 

outcome after 6 months. J Stroke Cerebrovasc Dis. 2013 Oct;22(7):e214-8. 

Johnson, Walter; Onuma, Oyere; Owolabi, Mayowa; Sachdev, Sonal. Stroke: a 

global response is needed. World Health Organizatio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Vol. 94, Iss. 9, (Sep 2016): 634,634A. 

DOI:10.2471/BLT.16.181636

Jorgensen HS, Nakayama H, Raaschou HO, Vivelarsen J, Stoier M, Olsen TS. 

Outcome and time-course of recovery in stroke. Part. II. time-course of 

recovery – the Copenhagen stroke study. Arch Phys Med Rehab. 1995;76:406-12

Junyong In and Dong Kyu Lee, Survival analysis: Part I — analysis of 

time-to-event ,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 71, NO. 3, JUNE 2018

Kim JH, Lee Y, Dementia and Death After Stroke in Older Adults During a 10-year 

Follow-up: Results from a Competing Risk Model., J Nutr Health Aging. 

2018;22(2):297-301. doi: 10.1007/s12603-017-0914-3.

Kim JS. Stroke becomes the 3rd important cause of death in Korea; is it a time 

to toast? J.STOROKE 2014;16:55-6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Epidemiology of cerebrovascular disease in 

Korea: a Collaborative Study 1989-1990. J Korean Med Sci 1993;8:281-9.

Ko Y, Park JH, Kim WJ, Yang MH, Kwon OK, Oh CW, Jung C, Paik NJ, Han MK, Bae 

HJ., The Long-term Incidence of Recurrent Stroke: Single Hospital-based Cohort 

Study.   J Korean Neurol Assoc. 2009; 27(2):110-15. 



- 62 -

Lau, B., Cole, S. R., and Gange, S. J. (2009). 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s 

for epidemiologic data,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kwp107.

Lee BC, Yu KH. Epidemiology of stroke in Korea. J Korean Med Sci 

2002;45:1415-21. 

Lee BC, Yu KH.,2002 ;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1993 ;  Myung HJ, Lee 

SB, Roh JK, Yoon BW, Lee WY, Kim MH, et al. Current status of cerebrovascular 

disease in Korea. J Korean Neurol Assoc 1989;7:179-87. 

Lee HK, Wie BA, Park OK, Kang JC, Shin YK, Lee SR, et al. Changing pattern of 

cerebrovascular disease in korea partialy viewed through literatures. J Korean 

Med Assoc 1991;34:758-68.

Lee SH, Bae HJ, Yoon BW, Kim H, Kim DE, Roh JK. Low concentration of serum 

total cholesterol is associated with multifocal signal loss lesions on 

gradientecho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multifocal signal loss lesions. Stroke 2002;33:735-742

Mijeong Kim, Department of Statistics, Ewha Womans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016) 29(7), 1231–46

National Stroke Association. (2009). Secondary stroke fact sheet. Retrieved 

July 25, 2010, from http://www.stroke.org

Passero S, Burgalassi L, D’Andrea P, Battistini N. Recurrence of bleeding in 

patients with primary intracerebral hemorrhage. Stroke 1995;26:1189-1192

Petty GW, Brown RD, Whisnant JP, Sicks JD, O’Fallon WM, Wiebers DO. Survival 

and Recurrence after first cerebral infarction: A population-based study in 

Rochester, Minnesota, 1975 through 1989. Neurology 1998;50:208-16

http://www.stroke.org


- 63 -

Quan H, Sundararajan V, Halfon P, Fong A, Burnand B, Luthi JC, Saunders LD, 

Beck CA, Feasby TE, Ghali WA., Coding Algorithms for Defining Comorbidities in 

ICD-9-CM and ICD-10 Administrative Data., Med Care. 2005 Nov;43(11):1130-9

R. L. Prentice, J. D. Kalbfleisch, A. V. Peterson, Jr., N. Flournoy, V. T. 

Farewell and N. E. Breslow  (1978). The analysis of failure times in the 

presence of competing risks, Biometrics, 541–54.

Robins, J. M. and Rotnitzky, A. (1995). Semiparametric efficiency in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with missing data,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0, 122–129.

Rosenberg CH1, Popelka GM., Post-stroke rehabilitation. A review of the 

guidelines for patient management. Geriatrics. 2000 Sep;55(9):75-81;

Rosenberg CH1, Popelka GM., Post-stroke rehabilitation. A review of the 

guidelines for patient management. Geriatrics. 2000 Sep;55(9):75-81;

Sloan MA, Sila CA, Mahaffey KW, Granger CB, Longstreth WT Jr, Koudstaal P, et 

al. Prediction of 30-day mortality among patients with thrombolysis-related 

intracranial hemorrhage. Circulation 1998;98: 1376-82.

Sacco RL, Wolf PA, Kannel WB, McNamara PM : Survival and recurrence following 

stroke, the Framingham Study, Stroke 13 : 290-95, 1982

Stanley CL, Elliott FA. Prevention of recurrent stroke. Stroke 1981;12:731-35

Suissa S. Immortal time bias in pharmaco-epidemiology. Am J Epidemiol. 

2008;167(4):492-9.

Vermeer SE, Algra A, Franke CL, Koudstaal PJ, Rinkel GJE. Long-term prognosis 

after recovery from primary intracerebral hemorrhage. Neurology 2002;59:205-09

Vijaya Sundararajana, Toni Hendersona, Catherine Perrya, Amanda Muggivana, Hude 



- 64 -

Quanb, William A.Ghali, New ICD-10 version of the Charlson comorbidity index 

predicted in-hospital mortality.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ume 57, 

Issue 12, December 2004, Pages 1288-94



- 65 -

= ABSTRACT =

Comparison of recurrence and mortality 

in stroke patients 

using competing risk model

Sung-hee Mo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Mo Nam, Ph.D.)

Background and Purpose :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troke is defined as a condition in which a local neurological disorder or a 

consciousness disorder resulting from cerebral vascular occlusion (cerebral 

infarction, cerebral ischemia), rupture of the cerebral blood vessels (cerebral 

hemorrhage) occurs and lasts for more than 24 hours. Stroke is often acute, and 

recurrence is a common disease. 

 In addition, there are high risks such as increased risk of stroke due 

to Comorbidity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increased cost of 

health insurance.  

 Therefore, it is not only the prevention of stroke prevention first 

but also the second prevention after cerebral stroke.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stroke (cerebral infarction, 

cerebral hemorrhage), there are still few studies using competing risk 

analysi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ealth by analyzing the recurrence and death of stroke in the stroke 

patients using the competing risk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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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and Method :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mpiled from the 

income quintil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ample cohort data from 

2002 to 2013 for the case of hospitalization with stroke.

 When the first hospitalization is cerebral infarction, the variables of 

interest are recurrence and death of cerebral infarction, and the risk of 

competition is cerebral hemorrhage and other disease recurrence and death.

 When the first hospitalization is cerebral hemorrhage, the variables of 

interest are recurrence or death of the hemorrhagic stroke, and the risk of 

competition is cerebral infarction and recurrence of other diseases and death.

 All variables were categorical, sex, age> 40 years, income quintile, CCI 

index, hypertension and diabetes diagnosis, severity of disability for one year 

before and after stroke. The concept of landmark was used to exclude cases of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treatment for stroke for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first admission. 

 Cause-specific hazard model and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were used for 

competing risk analysis.

 

Results : First, in the results of competition risk analysis, when the 

variables of interest were relapse of cerebral infarction,

 In males, the income quintile was in the 0-2 quartile, and the severity of the 

disorder was elevated from normal to severe, with a higher risk of recurrent 

cerebral infarction than recurrent cerebral hemorrhage or other diseases.

 Especially, the risk of recurrence of cerebral infarction was high in the age 

group, 6.8 times in the 70s compared to 40s, and 8.1 times in the 80s and over.

 Second, When the variables of interest were recurrence of cerebral hemorrhage, 

the risk of relapse of cerebral hemorrhage was 2.3 times higher in women and 

2.9 times higher in patients with severe disorder than in those with cerebral 

infarction or recurrence of other diseases.

 Third, When the variable of interest is the ischemic death, the risk of 

cerebral infarction is high, about 3.7 times greater than the age of 50s, about 

10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70s, and about 14 times greater than the age 

of 80s. The CCI index has a higher risk of cerebral infarction death than 1 or 

3 or more than cerebral hemorrhage or other disease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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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th, when the variable of interest is cerebral hemorrhage death, the risk 

of cerebral hemorrhage was higher than that of cerebral infarction or other 

diseases, about 1.1 times in the 60s, about 6 times in the 70s, and 10 times in 

the 80s.

 Cause-specific hazard model and subdistribution hazard model were used. The 

results of both models showed similar results with the exception of moderate to 

severity of disability of cerebral hemorrhage

Conclusion :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mpetition risk analysis using the 

landmark concept on recurrence and death of cerebral infarction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ample cohor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 age, income level, 

CCI Index, and severity of disability for the variables of interest. 

 In the case of cerebral hemorrhag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sex and age variables.

 Hypertension and diabetes, known as risk factors for strok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stroke recurrence and deat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various landmark time 

for stroke research will be analyzed by analyzing various variables and 

clinically meaningful points for stroke research, and further studies using 

competing risk analysis will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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